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텔 협회 (서호주)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용)
서호주에 소재한 ‘호주 호텔 협회 (AHA: The Australian Hotels Association)’는 서호주 최고의
호텔 및 서비스 산업 기관으로서, 호텔 산업의 85% 이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을
포함하여 여인숙, 레스토랑, 바, 연회장과 리조트 등으로 구성된 총 550 개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AHA 는 서호주로 오는 서비스업 신규 종사자들에게 현재 인력을 필요로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고용주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입국자들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는 대로 AHA 에 세부 신상정보를 등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경우, 서호주에
도착하는 대로, AHA 가 여러분과 현재 인력을 원하는 여러 고용주와의 면담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AHA 는 이와 같은 호텔과 신규 종업원들을 연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미나, 워크샵,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 산업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최우수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주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서비스
수준과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주류 책임 서비스, 주류 판매 허용, 맥주 마스터,
와인 평가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ahawa.asn.au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HA (WA) Information for Korean Working Holiday Makers
The 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in Western Australia is the peak industry organisation in
Western Australia's hotel and hospitality industry and represents over 85% of the hotel industry.
They have over 550 members including accommodation properties, taverns, restaurants, bars,
function centres, and resorts.
The AHA (WA) can assist new hospitality employees coming to Western Australia by facilitating
connections with reputable employers who have current job opportunities. It is advised that
Korean Working Holiday Makers register their details with the AHA (WA) once their visa
arrangements have been confirmed. Upon arrival in Western Australia the AHA (WA) can then
put them in touch with a variety of employers who have vacant positions within their business.
In addition to making connections between hotels and new employees the AHA (WA) promotes
world class best practice in the industry through the provision of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These programs are held throughout Western Australia and they improve the
service delivery and skills of hospitality employees. Courses include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Liquor Licensing, Beermasters, and Wine Appreciation.
Please visit www.ahawa.asn.au for more detai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