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COVID-19)의  검사와  치료  

무비자이거나 비자 상태를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중 보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세요.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는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호주수도주 

 뉴 사우스 웨일즈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남 호주 

 타스마니아 

 빅토리아 

 서 호주 

브릿징  비자  소지자  

브릿징  비자  A, B, C 소지자  

현재 브릿징 비자 A, B 또는 C 소지자는 기존 비자의 신청 또는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출입국 문제에 대한 미결 사항이나 검토 사항이 

없고, 또한 호주 출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 새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브릿징 비자 A 또는 C 소지자가 호주를 출국하면 브릿징 비자 A 또는 C는 

중지됩니다. 나중에 호주로 다시 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브릿징 비자 A 소지자는  호주 출국 전에 브릿징  비자 

B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 B 신청의 처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 그러나 브릿징 비자 B 

소지자에게 따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여행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호주 

입국이 거부됩니다 . 여행 제한 및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입국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ovid19.act.gov.au/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covid-19/Pages/default.aspx
https://coronavirus.nt.gov.au/
https://www.health.qld.gov.au/
https://www.sahealth.sa.gov.au/wps/wcm/connect/public+content/sa+health+internet
https://www.coronavirus.tas.gov.au/
https://www.dhhs.vic.gov.au/coronavirus
https://www.healthywa.wa.gov.au/coronavirus
https://covid19.homeaffairs.gov.au/coming-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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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징  비자  E 소지자  

브릿징 비자 E 소지자는 다음 기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기간 

 출입국 관리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불법의 신분이 되어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브릿징 비자 

E를 신청함으로써  호주에서  합법적인 지위로 되어 빠른 출국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브릿징 비자 E를 소지하고  있지만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호주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브릿징  비자 E를 신청해야 합니다. 

 ImmiAccoun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mmiAccount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양식 1008 – 브릿징 비자 신청 E – 서브클라스 050)  

불법 비시민권자나  브릿징 비자 D, E 또는 F 소지자가 호주를 출국한 후에는  일정 

기간 호주 입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입국 금지에서 확인하세요 . 

브릿징  비자로  일하기  

각 브릿징 비자의 적용 조건에 따라서 호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VEVO 서비스 이용. 혹은, 

 본인의 ImmiAccount를 통해 본인의 비자 조건 확인. 

자신의 브릿징 비자 조건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다른 브릿징 비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며 보통 귀하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조건에는 맞지 않으나 브릿징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전의 

브릿징 비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새 브릿징 비자를 받게 됩니다.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https://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008.pdf
https://immi.homeaffairs.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entering-australia/can-i-go-to-australia/re-entry-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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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징  비자  만료시  

비자 만료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특히 가족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본국으로의 귀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6개월간 자신의 생활비 부양이 어려운 임시 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과 가능한 한 빨리 귀국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호주를 떠날 수 없다면, 유효 비자를 계속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만료일이 가까워 오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를 참조하세요. 

호주 국외에서 본인 비자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호주 입국을 못한 경우, 호주 

입국을 위해 새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유효 기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호주 국외에서는 브릿징 비자 B (BVB)를 신청할 

수 없으며 국외에서의  BVB 취득 역시 불가합니다 . 

 

지원  서비스  

비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의 비자 상태 해결 지원 서비스  (Status 

Resolution Service: SR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tatus Resolution Service에서 확인하세요. 

SRS 직원은 귀하가 소지한 비자의 옵션을 설명하고 지금 귀하가 내리는 결정이 그 

옵션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호주 출국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내무부의 Status Resolution Service는 호주 출국을 원하는 적격한 

사람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내무부는 IOM (국제 이주 단체)과 Serco (Homeward)를 

서비스 제공 업체로 계약하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귀국 지원 프로그램은  적격한 대상자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 또는 다수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귀국 상담 

 항공권 

 여행 문서 취득 지원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visa-about-to-expire
http://immi.homeaffairs.gov.au/what-we-do/status-resolution-service/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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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해당국에서의  마중 지원 

 최종 목적지까지의  여행 지원 

귀국 프로그램 대상자의 자격 조건 

 비시민권자 

 호주 재입국 비자가 없는 사람 

 자발적으로 본국 혹은 입국 및 거주의 권리가  있는 국가로 귀환하길  선택 

 귀국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자세한 내용은 출국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SRSS (비자 상태 해결 지원 서비스)는 출입국 상의 신분이 결정되는 동안 호주 지역 

사회에 임시 거주하는 특정 비시민권자들을  지원합니다. SRSS 프로그램은  출입국 

상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를 만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단기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도움은 지속되는 복지혜택이  아닙니다. 

취업 권리가있는 브릿징 비자의 소지자이며  취업 능력이 있는 개인은 출입국  신분이 

해결되는 동안 스스로의 생활을 부양해야합니다 . 

코로나 19 (COVID-19) 기간에 SRSS 지원 신청은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비자 상태 해결 지원 서비스 (Status Resolution Service)에서 

확인하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status-resolution-service/help-to-leave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status-resolution-service/status-resolution-support-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