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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학생  비자  신청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일부 비자 신청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완전한 학생 비자 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요건 확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Document Checklist Tool (문서 체크리스트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 정보는 visa processing times (비자 처리 시간)을 참조하세요 . 

 

학생  비자  수수료  납부  면제  

학생 비자를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소지했으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원래의 비자 

유효 기간 내에 과정을 이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가 학생 비자 신청서 제출을 

위한 비자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 제한조치 때문에  호주 입국이 불가능해진  까닭으로 학업이 연기된 경우 

 부득이하게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업량을  줄여야 했던 경우 

 직업 훈련 과정이나 실무 연수를 완료할 수 없었던 경우 

이수 중인 과정이나 과목의 낙제, 개인 사유로 인한 연기, 자발적인 학업량 축소 등의 

통상적인 이유로 학생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고려 받으려면 학생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재학 중인 교육 기관에서 

제공한 Form 1545 COVID-19 Impacted Student (PDF - 228 KB)를 작성한 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내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브릿징 비자가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eb-evidentiary-tool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processing-times/global-visa-processing-times
https://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5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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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면제는 비자 신청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호주 국외에서 2022년 1월 19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VAC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Getting a refund (환불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45 코로나  19 (COVID-19) 양식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이 2020년 2월 1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소지했으며 코로나 19 

영향 때문에 원래의 비자 유효기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작성 서류에 코로나 19 때문에 받은 영향에 대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유연성  있는  일정  – 영어  테스트 , 생체  정보  및  

건강  검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어 시험 결과 제출을 

위한 시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생체 정보 수집과 건강 체크를 

위한 해당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위한 시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 이상 예약했고 예약된 약속까지 28일 이상  남아있으면  

ImmiAccount에 예약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출을 요청받고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ImmiAccount를 통해 답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려 주세요. 

 

기존  비자  소지자  

코로나  19 영향을  받는  시작일에  대한  유연한  조정  

본 기관은, 일부 학생이 코로나 19 제한조치로  인해 학업 과정을 제때 시작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제한조치로 인해 학업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교육 기관에 알려주세요.  비자 조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교육 기관이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https://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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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소지자가 코로나 19 제한조치로  인해 여행할  수 없으면, 자신의 소속 교육 

기관에 연락하세요 . 승인된 학업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지하세요. 

 학업을 제때 시작하지  못했다. 또는, 

 현재 유효하거나 활성화된  CoE(Confirmation of Enrolment-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귀하의 소속 교육 기관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국외에 있고 현재 유효하거나 활성화된 CoE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VEVO)에서 

귀하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귀하의 비자 상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Your study situation has changed (귀하의 학업 상황이 변경되었어요)도 참조하세요. 

 

학생  비자  조건  

본 기관은 코로나 19 제한조치 여파로 학생 비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학생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스 연기가 승인된 경우 

 온라인으로 학습 중. 

현재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의 근무 시간 제한을 철폐합니다 . Temporary changes to visa work 

conditions for Students and Working Holiday Makers (학생 및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를 

위한 비자 근무 조건의 임시 변경 )을 참조하세요 .  이 조치는 학업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자리를 찾아 일하길 희망하는 신입생과 현재 학업 이수 중인 모든 학생을 

위한 것으로서 2022년 4월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본 조치는 고등학생 

지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추가 정보는 학생 비자 소지자를 위한 근로 시간의 임시적 완화를 참조하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heck-conditions-online
https://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study-situation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813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813
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813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temporary-relaxation-of-working-hours-for-student-visa-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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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비자  신청비  환불  안내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되도록 빨리 호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호주 국외에 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2022년 1월 19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호주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VAC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Getting a refund (환불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  통보하는  시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업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 비자는 

다른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귀국을  하거나 

학업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비자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 제공기관에서  새 등록 확인서(CoE)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온라인 학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교육 

기관에서 본 기관에 신규 CoE를 제출할 것입니다.  

현재 학생 비자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신규 CoE를 

ImmiAccount를 통해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유학생을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최신 뉴스, 업데이트와 정부의 권고사항 제공: Australian Government COVID-19 

(호주 정부의 코로나  19 )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교육 기술 고용부)와 이메일: 

international.students@dese.gov.au 

 해외 유학생 의료 보험: Department of Health (보건부) 

 코로나 19 관련 민원제기 : International Student Ombudsman (유학생 옴부즈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Study Australia 

 

https://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
https://www.australia.gov.au/
https://www.australia.gov.au/
https://www.dese.gov.au/covid-19
mailto:international.students@dese.gov.au
https://www.privatehealth.gov.au/health_insurance/overseas/index.htm
https://www.ombudsman.gov.au/
http://www.studyinaustralia.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