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C 학생비자 조건
현재 학생비자 요건은 DIAC 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ov.au/students/visa-conditions-students.htm).

의무 조건
아래 표는 다음과 같은 하위분류에 속하는 모든 학생비자에 붙는 의무 조건들을 설명해줍니다.
번호

하위분류

설명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은 학업과정이 운영되고 있을 때에는 주당* 20 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업과정의 일부로 등록된 일인 경우는
2008 년 4 월 26 일이나 제외).
그 이후에 학생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의무
주의: 여러분의 교육과정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증된 방학기간
8105 조건임
동안에는 일하는 시간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2008 년 4 월 26 일
이전에 학생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개별재량 조건임

여러분은 호주에서 학업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주는 월요일에 시작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끝납니다.

8202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은 등록된 학업과정에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학업이나 훈련 기간 동안에 풀타임으로 등록 해야 하는
AusAID/ Defence 학생 혹은 중등학교 교환학생인 경우는 제외)
주의: 등록된 학업과정은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CRICOS)
상에 있는 학업과정입니다.
참조: CRICOS 웹사이트
여러분은 학업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출석률을 유지하고, 각 학습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교육과정 제공자가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학업성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8501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은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반드시 적절한 의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반드시
유학생 의료보험 (OSHC)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516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은 학생비자 발급 조건을 반드시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요 학업과정은 여러분이 소지한
학생비자에 적합한 교육부문에 속하는 학업과정이어야 하며,
또한 호주에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8517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은 학생 피부양자 비자로 함께 호주에 온 취학연령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적절한 학교교육을 반드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8532

모든 학생비자
(예외 576)

18 세 미만인 경우에는 호주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적절한 숙소,
지원, 일반적인 복지 조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호주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

•

여러분의
혹은
여러분의
이상이며
혹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부모님 혹은 법적 보호자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임명한 친척으로 21 세
범죄경력이 없는 자
교육과정 제공자가 승인한 숙소, 지원,
복지 조처

주의: 여러분은 교육과정 제공자의 서면 승인 없이 위와 같은
복지 조처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교육과정 제공자가 여러분의 복지 조처를 승인했다면,
여러분은 그 복지 조처가 시작될 때까지는 호주로 여행하시면
안됩니다.

8533 모든 학생비자

•
•
•
•
•

570
572
573
574
575

8534
심사수준 3 과 4 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학업과정 기간이
10 달이나 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여러분은 호주에 도착한 지 7 일 이내에 여러분의 교육과정
제공자에게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면 여러분은 변경일 기준으로 7 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정 제공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자
입학확인서 (eCoE)나 학교등록 증거서류를 받은 날 기준으로
7 일 이내에 교육과정 제공자 변경을 여러분의 교육과정
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후 정규비자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노동이 허가된 학생비자
주의: 여러분이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여러분의 학생비자 상에서는 노동 조건만 변경되고,
8534 를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은
• 학생 가디언 비자 연장
혹은
• 난민 신분과 관련된 1951 유엔협약 하에서 호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 발급하는 비자
여러분은 차후 정규비자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8535 576

•
•

노동허가가 있는 학생비자
주의: 여러분이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여러분의 학생비자 상에서는 노동 조건만 변경되고,
8534 를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은
보증을 서는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생비자
혹은
난민 신분과 관련된 1951 유엔협약 하에서 호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 발급하는 비자

주의: 아주 극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 이 비자조건으로 인해
여러분은 비자에 허가된 날짜 이후에는 호주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별재량 조건
다음 표는 학생비자에 붙을 수도 있는 각 하위분류에 관련된 개별재량 조건을 설명해줍니다.
번호

8101

8203

하위분류

모든 학생비자
•
•
•

573
574
576

설명
여러분은 호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여러분은 호주에 도착하고 학업과정을 시작한 후에 노동이
허가되는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공부하면서 일하기 (Working While Studying)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업과정 혹은 논문이나 연구 주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 이민시민부의 허가가 내려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래와 같은 학위에서는 학업과정 혹은 논문이나 연구 주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8204

•
•
•
•

570
571
572
575

•
•
•
•
•

graduate certificate (준석사 수료)
graduate diploma (준석사)
masters degree (석사)
doctorate (박사)
혹은
어떤 학업과정을 위해 미리 이수해야 하는 준비과정 (bridging
course) 또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위한 연구.

단, 이민시민부의 허가가 내려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8303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은 호주 지역사회나 호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단체를
분열시키는 어떤 활동, 혹은 해를 입힐 수 있는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8523 모든 학생비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분 보다 늦게 호주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차후 정규비자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8534

모든 학생비자
(예외 576)

•
•
•

노동허가가 있는 학생비자
주의: 여러분이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여러분의
학생비자 상에서는 노동 조건만 변경되고, 8534 를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졸업생기술 (Graduate-Skilled) 비자 (하위분류 497)
학생 가디언 비자 연장
혹은
난민 신분과 관련된 1951 유엔협약 하에서 호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 발급하는 비자

주의: 아주 극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 이 비자조건으로 인해 여러분은
비자에 허가된 날짜 이후에는 호주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8535

모든 학생비자
(예외 576)

여러분은 차후 정규비자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노동허가가 있는 학생비자
주의: 여러분이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여러분의
학생비자 상에서는 노동 조건만 변경되고, 8534 를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은
• 보증을 서는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생비자
혹은
• 난민 신분과 관련된 1951 유엔협약 하에서 호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 발급하는 비자
주의: 아주 극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 이 비자조건으로 인해 여러분은
비자에 허가된 날짜 이후에는 호주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