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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8주 + 농장 일자리 패키지
수업료 정상가 $320/w

(8 wks tuition + material + enrolment = $2,860)

패키지 스페셜

ONLY A$2,620
2 620 !!

(8주치 일반영어 수업료 , 입학금, 교재비, 직업 알선비 포함)
 영어 공부 후,
후 농장으로 배치
- 실생활과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표현들
- 훌륭한 국적비율 (20여 개국 이상)
- 무료 액티비티 Job Club에서 이력서 작성 도움 가능

 농장 위치
‐ Warragul (Victoria주)
‐ 멜번시티에서 자동차/기차로 단 1시간 거리
‐ V Line 연결 지역 (교통비는 학생 본인 부담, MYKI 이용
가능)
 업무:
업무 토마토 수확 및 포장
 근무 기간: 최장 6개월
 근무 시간: 8시간/일 (주 5일)
 급여: $20.40/시간 (세전, 주급)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숙소

‐ 농장 근처 쉐어 하우스 (2인 또는 3인 1실)
‐ 숙박비 $130/주 + 공과금 $30/월
‐ 보증금: 2주치 숙박비 ($260)
‐ 퇴소 2주 전 공지 필수

 이 패키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자리 배치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직업 알선비는 농장 패키지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농장 고용주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주와 학생이 해결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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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mind
4 weeks notice in
advance is required of job
package cancellation, the
student is entitled to a
$250 refund.

• 단순 심경 변화
영어코스 종료 4주
전까지 일자리 알선 신청
취소를 공지할 경우, $250
환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Job Placement
If after 2 months of
completing the course
the student cannot find a
position, they are entitled
to a $250 refund.
refund

• 일자리 배치
영어코스 종료 후 2개월
안에 일자리 배치가 되지
않을 경우, $250 환불
가능합니다.

•Any issues arising
between employer and
student will remain
between employer and
student under Victorian
Law.

•농장 고용주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주와 학생이
해결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I acknowledge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위 환불규정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this refund policy and hereby accept it and
규정에 동의합니다.
agree to be bound by this policy.
Name (이름):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