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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COVID-19)의 검사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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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세요.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코로나 19 테스트와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수도 

 뉴 사우스 웨일즈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남 호주 

 타스마니아 

 빅토리아 

 서 호주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권(ETA) 소지자 

호주에서 방문 비자와 ETA로는 임시 체류만이 가능합니다. 호주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호주를 떠나기 위해 여행 면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확인 

체류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호주에 있는 경우, 방문 비자나 ETA는 자동 중지 

됩니다 

확인 사항: 

 VEVO, myVEVO app, 비자 허가서, 또는 ImmiAccount에서 본인 소지 비자의 

세부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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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heck-conditions-online/visa-holders#content-index-1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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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 서비스 확인 에서 ETA 만료일과 조건 확인 

참고:  왕복 유람선 여행을 하면서 호주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 유람선에서 소요된 

시간은 호주에서 보낸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호주를 출국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왕복 유람선 여행으로 비자 체류 기간이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왕복 

유람선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유람선의 운영자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십시오. 

비자 연장 

호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방문 비자나 ETA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부양할 수 있으면 호주에 온 방문자(관광객)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새 방문 비자를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방문 비자 처리 

절차를 참조하세요. 

방문 비자가 거의 만료된 상태이고 입국 제재 조치로 인해 귀국할 수 없으며 다른 비자 요구 

조건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벤트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포함해서 다른 비자의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비자 신청비(VAC)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등의 진술과 증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했으나 코로나 19 중요 산업 부문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벤트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요 

부문으로는 농업, 식품 가공, 보건,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아동 보육이 있습니다. 

다른 비자 옵션 알아보기도 가능합니다. 

신규 비자 신청 

다음 방식을 권장합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에 ImmiAccount 이용 

 현재 비자가 종료되기 전의 4주 이내 

새 비자 신청시에는 그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브릿징 비자를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새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그 조건의 

면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https://www.eta.immi.gov.au/ETAS3/etas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visitor-600/tourist-stream-onshore
https://covid19.homeaffairs.gov.au/visitor-visa-or-electronic-travel-authority-eta#processing
https://covid19.homeaffairs.gov.au/visitor-visa-or-electronic-travel-authority-eta#processing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emporary-activity-408/australian-government-endorsed-events-covid-19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emporary-activity-408/australian-government-endorsed-events-covid-19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
https://online.immi.gov.au/ola/app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waivers-and-permissions/no-further-stay-waiver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waivers-and-permissions/no-further-stay-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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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만료일로부터 28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현행 실질 비자 만료 

후에도 추가 방문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가 만료된 경우를 

참조하세요. 

취업 

방문 비자와 ETA 소지자는 호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비자 조건 

당국은 코로나 19 여행 제한 조치로 일부 국제 방문객들이 계획한 대로 호주 출국을 하지 

못하거나 비자 조건 준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 고려될 것입니다. 

다음은 호주의 방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자 조건입니다. 

추가 체류 금지 조건 (8503, 8534 및 8535 포함) 

추가 체류 금지 조건이 붙은 비자의 경우, 별도의 비자 조건 면제가 없는 한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비자 신청하기를 희망하며 현재의 비자가 4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이 조건을 

면제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현재 비자가 종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 8531(체류 기간이 끝난 후 호주에 머물 수 없음) 

이 조건을 면제받을 수는 없으나, 추가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건 8531이 첨부된 비자 소지자는 현재 비자가 종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 8558 ( 총 18 개월 중 12 개월 이상을 체류할 수 없음.) 

이 조건을 면제받을 수는 없으나, 추가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건 8558이 첨부된 비자 소지자는 현재 비자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적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호주에 있는 경우, 비자가 자동 중지 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Substantive%20visa
https://covid19.homeaffairs.gov.au/my-visa-has-expired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waivers-and-permissions/no-further-stay-waiver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waivers-and-permissions/no-further-stay-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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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동안에 누적 기간 12개월 이상을 체류한 경우, 비자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일 방문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방문 비자 처리 준비 

코로나 19 때문에 비자 처리 기간에 일부 영향이 있었으며 신청이 완료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하면 브릿징 비자가 발급됩니다.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브릿징 비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새 비자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브릿징 비자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 발급 

통지를 받는 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방문 

비자를 신청했다면, 브릿징 비자 발급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상태가 유지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통보를 받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호주를 떠나게 되면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혹은 오류가 

발생했거나 신청을 철회하려면, 귀하의 ImmiAccount을 사용하세요. 

서비스 장애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비자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존의 서비스(예: 신체검사)를 단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절차를 완료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추가 정보 제출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귀하의 ImmiAccount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요청된 정보를 보내주세요. 

주어진 기한 내에 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귀하의 

ImmiAccount에 업로드해 주세요. 비자 신청 처리를 할 때는 이러한 서비스 장애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비자 신체검사 예약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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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해야 되는 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Bupa Medical Visa 

Services와 요청된 시간 내에 예약을 잡지 못했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귀하의 ImmiAccount에 그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업로드하세요. 

 가능한 경우에는, 향후의 날짜로 약속 시간을 정하세요. 

 약속이 잡혔으면 귀하의 ImmiAccount를 통해 예약된 약속일정을 알려주세요. 

비자 신청 처리를 할 때는 이러한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 사태가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