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상 업데이트
캐주얼 직원을 위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은 최저 급여율과 고용 조건을 설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상은 귀하가 종사하는 산업과
귀하가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원예상을 받습니다.
정부는 최근 조각 노동자에 대한 원예 상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각 수 계산 방식, 최저 임금 보장 및 당사가 보관하는
기록 유형에 대한 변경이 포함됩니다.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이라면 변동이 없습니다.

시간당 요금 – 일반 근로자
F 4월 30일 토요일부터 시간당 요금이 지급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Base Rate
$20.33

25% Casual Loading
+

$5.08

Your Total Rate
=

$25.41

시간 외에
시간당 캐쥬얼은 다음보다 많이 일할 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

하루 또는 교대로 12시간, 또는

•

8주 동안 304시간의 정상 근무.

초과 근무를 하면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시간 30분(정상 시급의 150%)

•

일반 시간당 요금의 25%인 캐주얼 로딩.

야간 페널티
평일(공휴일 제외) 오후 8시 31분에서 오전 4시 59분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당 캐주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

일반 시간당 요금,

•

15% 야간 벌금

•

일반 시간당 요금의 25%인 캐주얼 로딩

공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당 캐주얼 직원은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

정규 시간당 요율의 200%인 두 배 시간,

•

일반 시간당 요금의 25%인 캐주얼 로딩.

보너스
일부 시급 작업에는 보너스 지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 기반 목표 보너스가 될 것이며 농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원예상 업데이트
캐주얼 직원을 위한

조각 비율 – 캐주얼 작업자
때때로 시간당 요금 대신 부분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각 수당으로 급여를 받으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각 비율을
알려주는 조각 기록이 제공됩니다.

작품 기록
조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각 작업 기록이 제공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당신이 지불할 성과급, 성과급을 받기
시작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최소 보장 급여를 알려줍니다.

조각의 최저 임금 보장
당신이 일당을 지급받을 때 당신은 당신이 일하는 매일의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보장됩니다. 부분급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일하는 날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일한 날에 대해 시간당 최소 $25.41에 근무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하루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25.41를 벌지 못하면 급여가 채워집니다.

Worker

Total Hours

Minimum Hourly Pay

Piecerate Earnings

Top -Up

Worker A

7.75

$196.93

$148.00

$48.63

귀하가 시간당 $25.41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단편 수익을 받게 됩니다.

Worker

Total Hours

Minimum Hourly Pay

Piecerate Earnings

Top -Up

Worker B

7.75

$196.93

$299.79

-

기록 보관
이제 어워드 변경으로 인해 매일 시작 및 종료 시간과 지급된 요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즉, 매일 로그인 및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언제 적용됩니까?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4월 30일 토요일부터 적용되 2022

질문?
질문이 있는 경우 상사에게 문의하거나 Human.resources@fpg.com.au로 이메일을 보내 인사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airwork.gov.au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