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 further question or SEASIR RESUME, please email to us (recruit@seasir.com), thank you! 
 

2019 워킹 홀리데이 모집 

 

 마린하우스 시사 나하 : 보트 크루 

 마린하우스 시사 베리 키세 : 마린스탭 

 마린하우스 시사 베리 카누차 : 마린스탭 

 마린하우스 시사 아카지마 : 팬션 스탭  

 

마린하우스 시사 나하  
 보트 크루 - 2 명 (기간 6/1 – 9/30 )  

 

업무내용  

보트의 전반적인 작업, 보트 출항 준비 및 선장 보조, 탑승시 게스트 보조, 귀항후 보트 청소. 

워킹비자 종료후 업무 성과에 취업비자 발급 가능하며, 스쿠버 다이빙을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 스포츠 업계의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환영합니다!  

  

모집요건  

1. 일본어  (기본회화, 무료 일본어 수업 제공)  

2. 수영 가능자  

3. 원만한 성격  

4.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로 가입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오키나와에서 신청 가능) 

5.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및 팀워크 

 

급료 및 복지  

1. 1 일 일당 7,200 엔(근무일) 

2. 기숙사 (2~8 인실, 월 2 만엔, 공과금 5,000 엔)  

3. 유니폼 2 장 (계약 종료후 반납) 

4. 오픈워터 다이빙 라이센스 25,000 엔에 취득가능  

5. 휴일 다이빙 및 해양스포츠 이용 무료 

 

 

기타  

 3 일이상의 연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신청이 필요 

 일본 법률에 의하여 월급에서 소득세가 공제 
 

 

https://drive.google.com/open?id=0B-Md8GAnZePSZTlQWHE4Y3JBaEE
recruit@seasir.com


 

Any further question or SEASIR RESUME, please email to us (recruit@seasir.com), thank you! 
 

마린하우스 시사 베리 키세 

 

마린스탭 - 2 명  (기간 4/1 – 10/10)  

 

업무내용 

시사 베리의 주된 업무는 비치 감시 및 각종 해양스포츠 보조, 사무, 장비 세척등 다양 

합니다. 워킹비자 종료후 업무 성과에 취업비자 발급 가능하며, 스쿠버 다이빙을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 스포츠 업계의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환영합니다!  

 

 

모집요건   

1. 일본어  (기본회화, 무료 일본어 수업 제공)  

2. 원만한 성격  

3.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로 가입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오키나와에서 신청 가능) 

4.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및 팀워크 

 

 

급료 및 복지  

1. 무료 라이프가드 훈련및 EFR 라이센스 취득 

2. 시급 850 엔(근무일) 

3. 기숙사 (2~8 인실, 월 2 만엔, 공과금 4,000 엔) ※4,000 엔을 넘는경우 추가 청구 

4. 유니폼 2 장 (계약 종료후 반납) 

5. 오픈워터 다이빙 라이센스 25,000 엔에 취득가능  

6. 휴일 다이빙 및 해양스포츠 이용 무료 
 

    
기타  

 3 일이상의 연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신청이 필요 

 일본 법률에 의하여 월급에서 소득세가 공제 

https://drive.google.com/open?id=0B-Md8GAnZePSZTlQWHE4Y3JBaEE
recruit@seasir.com


 

Any further question or SEASIR RESUME, please email to us (recruit@seasir.com), thank you! 
 

마린하우스 시사 베리 카누차  
 

마린스탭 - 2 명  (기간 6/1 – 9/30)  

 

업무내용  

시사 카누차의 주된 업무는 비치 감시 및 각종 해양스포츠 보조, 사무, 장비 세척등 다양 

합니다. 워킹비자 종료후 업무 성과에 취업비자 발급 가능하며, 스쿠버 다이빙을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 스포츠 업계의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환영합니다!  

 

 

모집요건   

1. 일본어  (기본회화, 무료 일본어 수업 제공)  

2. 원만한 성격  

3.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로 가입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오키나와에서 신청 가능) 

4.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및 팀워크 

 

 

 

급료 및 복지  

1. 무료 라이프가드 훈련및 EFR 라이센스 취득 

2. 시급 850 엔(근무일) 

3. 기숙사 (2~8 인실, 월 2 만엔, 공과금 4,000 엔) ※4,000 엔을 넘는경우 추가 청구 

4. 유니폼 2 장 (계약 종료후 반납) 

5. 오픈워터 다이빙 라이센스 25,000 엔에 취득가능  

6. 휴일 다이빙 및 해양스포츠 이용 무료 
 

 

기타  

 3 일이상의 연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신청이 필요 

 일본 법률에 의하여 월급에서 소득세가 공제 

  

https://drive.google.com/open?id=0B-Md8GAnZePSZTlQWHE4Y3JBaEE
recruit@seasir.com


 

Any further question or SEASIR RESUME, please email to us (recruit@seasir.com), thank you! 
 

마린하우스 시사 아카지마  
  

팬션 / 주방 보조 - 2 명 (기간 3/1 – 11/30)  

 

업무내용  

꿈의 섬 아카지마. 이곳에서의 시간은 당신에게 멋진 경험이 될 것 입니다.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케라마지마를 경험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요 업무는 

홀 서빙, 하우스 키핑, 응접, 주방 보조 등입니다. 이 곳에서는 아름다운 비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스쿠버다이빙을 하거나 충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모집요건   

1. 일본어  (기본회화, 무료 일본어 수업 제공)  

2. 원만한 성격  

3.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및 팀워크 

4. 최소 4 개월 이상 근무 가능 

 

 

급료 및 복지  

시급 950 엔(근무일) 

1. 기숙사 (2~8 인실, 월 2 만엔, 공과금 및 식비 9,000 엔) 

2. 유니폼 2 장 (계약 종료후 반납) 

3. 오픈워터 다이빙 라이센스 25,000 엔에 취득가능  

4. 휴일 다이빙 및 해양스포츠 이용 무료 
 
 
 

기타  

 3 일이상의 연휴가 필요할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신청이 필요 

 일본 법률에 의하여 월급에서 소득세가 공제 

https://drive.google.com/open?id=0B-Md8GAnZePSZTlQWHE4Y3JBaEE
recruit@seas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