Korean

Job Services Australia (호주 구직
서비스)에 등록된 job seekers
(구직자)를 위한 정보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호주 정부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더 잘
도울 목적으로 jobactive (가능한 일자리)라고 하는 새로운
고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jobactive는 2015년 7월
1일에 시작되며, Job Services Australia를 대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기관이 2015년 7월 1일부터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jobactive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신규
고용 서비스 모델을 jobactive라고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평가된 필요사항에 근거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찾기, 이력서 쓰기 및 면담 준비

•

해당 지역의 일자리 소개

•

해당 지역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적합한 훈련

•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케이스 관리

•

Work for the Dole (수당을 위한 근로) 혹은 기타 적격한
활동을 마치도록 지원하여, 구직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일자리를 찾는 기회를 증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은 구직자가 2015
년 7월 1일부터 jobactive 제공업체와 함께 입력하는 Job
Plan (구직 계획)에 명시될 것입니다.

구직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일부 현행 Job Services Australia
제공업체들은 정부의 고용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jobactive가 시작되면
구직자가 새로운 기관을 통해 구직 활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능할 경우 구직자는 기존의 고용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구직자에게 신규 jobactive 기관이
배정되었는데, 그 기관이 자신의 필요사항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nformation for job seekers currently working with a Job Services Australia Provider

새로운 jobactive 기관이 배정된 경우, 구직자의 이름,
출생일, 연락처 및 현행 Employment Pathway Plan (고용
경로 계획) 등 구직자의 개인 정보가 배정된 신규 기관에
양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떤 변경 사항을 통보받을 때까지는 아래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신의 현재 Job Services Australia (호주 구직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속 협조하며, 동의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

계속 일자리를 찾는다

•

자신을 위해 마련된 모든 예약과 면담에 참여한다

•

Work for the Dole (수당을 위한 근로) 혹은 자신의 현재
Employment Pathway Plan (고용 경로 계획)에 포함된
교육 등 모든 활동을 지속한다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자의 소득 지원
수당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담당 jobactive 기관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만날
시간을 정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이들은
구직자와 함께 신규 Job Plan을 만들 것입니다.
상호 의무 요건을 가진 job seeker들을 위해서는 구직자의
Job Plan에 아래와 같은 활동이 포함될 것입니다.
•

매달 이행해야 할 구직 활동 수. 이는 대개 최대 20
번이지만 구직자의 개별적 상황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jobactive 기관은 구직자가
적절한 직업유형에 정해진 횟수만큼 입사지원을 하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구직자는 www.jobsearch.gov.au 및
JobSearch 앱을 통해 자신의 구직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Work for the Dole 혹은 기타 인가된 활동 (예: 파트타임
일, 적격한 코스에서의 파트타임 공부, 인가된 언어,
읽기쓰기 및 수리 능력 배양 혹은 매년 6개월 간의
자원 봉사).
–

구직자가 30세 미만인 경우 Work for the Dole 혹은
기타 인가된 활동을 매년 6개월 동안 주당 25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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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가 30세에서 49세일 경우 Work for the Dole
혹은 기타 인가된 활동을 매년 6개월 동안 주당 15
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

구직자가 50세에서 59세일 경우 인가된 활동을 매년
6개월 동안 주당 15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고용주들에게 적합한 훈련 등 일자리 준비를
하도록 돕는 기타 활동

구직자의 신규 Job Plan이 동의될 때까지 구직자는 현행
Employment Pathway Plan에 명시된 활동을 지속해야 됨을
명시하십시오. 단, 현재 Job Services Australia 제공업체가
달리 별도로 통보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2015년 7월 1일 바로 전에 Work for the Dole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구직자는 고용 서비스
제공업체가 중지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jobactive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게
되나요?
2015년 4월에 Department of Employment (고용부)가
구직자에게 jobactive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발송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고용부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의 자격 여부에 관해, 그리고 가능할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구직자의 jobactive 기관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 줄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 Department of
Employment가 구직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SMS – 구직자가 SMS로 연락 받길 원한다고 고용부에
말한 경우, Department of Employment는 SMS를 발송하여
구직자가 본 정보가 www.jobsearch.gov.au에서 가능함을
알릴 것입니다.

•

Job Seeker (구직자) JobSearch app (구직검색 앱)을 통해
– 구직자가 고용부에 SMS로 연락 받길 선호한다고
말하고 구직자에게 Job Seeker JobSearch app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Department of Employment는 구직자에게 푸시
알림을 발송하여 이 정보가 www.jobsearch.gov.au에서
가능함을 알릴 것입니다.

•

서신 – SMS로 연락 받길 선호한다고 고용부에 말하지
않은 경우 Department of Employment는 구직자에게 본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기억할 사항은 구직자가 2015년 7월 1일 직전에 Work for
the Dole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중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이를 지속해야 합니다. 격주당 $20.80을 받도록
하는 활동을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지속할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jobactive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의 현재 Job Services Australia 제공업체에 문의

•

www.employment.gov.au/jobactive 방문

•

www.jobsearch.gov.au 방문

•

National Customer Service Line (국립 고객 서비스 라인)에
1300 854 414로 연락*

이 안내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통번역 서비스)에 131 450*
으로 연락하여 1300 854 414*번으로 통화를
요청하십시오.
듣지 못하거나 청각 혹은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National Relay Service (국립 릴레이 서비스)
를 통해 National Customer Service Line에
연락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relayservice.gov.au를 방문하십시오.
*휴
 대폰에서‘13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통화를 하면
통화료가 적용됩니다

보충 수당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사람들은 Work for the Dole 등의 적격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격주당 $20.80의 보충 지급액을 현재 수령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구직자의 현행 Job Services Australia
제공업체와의 Employment Pathway Plan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변경될 수도 있으며 구직자는 보충 지급액을 받기
위한 활동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구직자의 보충 지급액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중지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주당 $20.80을 받는 사람들은 2015년 7월
1일에 이 지급액이 중지할 것이라는 서신을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후생부)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구직자의 jobactive 기관에서 구직자가 격주당 $20.80을
받게 하는 활동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길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이 지급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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