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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동안 정부의 비자 조치는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정 

내용에 따라 본 페이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비자 양해조치   

가족 비자 신청자를 위한 양해조치   

부모 비자  

부모 후원 초청 (임시) (서브클라스 870, Sponsored Parent) 비자  

 

비자 양해조치   

코로나 19 팬데믹 여행 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았다면 본 양해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적용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지방 (서브클라스 887, Skilled Regional) 비자  

 사업 혁신과 투자 (영주, 서브클라스 888,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 

비자  

 사업 혁신과 투자 (임시, 서브클라스 188,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비자 

 안전 피난처 사업 (Safe Haven Enterprise 서브클라스 790) 비자  

 졸업생 임시 비자 (서브클라스 485, Temporary Graduate) 

가족 비자 신청자를 위한 양해 조치  

파트너 및 어린이 비자 

다음 비자를 호주 국외에서 신청: 

 어린이 (서브클라스 101) 비자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isa-information/visa-concessions#content-inde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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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서브클라스 102) 비자 

 예비 결혼 (서브클라스 300) 비자 

 파트너 (서브클라스 309) 비자 

그리고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에 호주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기타 모든 비자 기준을 충족하면 호주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특별 양해 조치 기간은 2020년 2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한시적입니다. 양해 

조치 기간의 종료 시기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양 자녀(서브클라스 445) 비자는 2022년 3월 5일부터 비자 신청 접수 장소와 관계없이 

호주 국내외 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비자의 서브클라스는 코로나 

19 양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 자녀 비자 (서브클라스 445, 

Dependent Child visa)를 참조하세요. 

부모 비자  

호주 국외에서 제출된 부모 비자 신청서 

다음 비자를 호주 국외에서 신청: 

 부모 (서브클라스 103, Parent) 비자 

 기여제 부모 (서브클라스 173, Contributory Parent) 비자 

 기여제 부모 (서브클라스 143, Contributory Parent) 비자 

아울러,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본 비자가 신청되었고, 

 2021년 3월 24일에 호주 체류 중이었을 경우,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의 기타 모든 비자 기준을 충족하면, 호주에 있는 동안에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dependent-child-445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dependent-child-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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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이 호주 국외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인 비자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현행 

절차대로) 호주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국내에서 제출된 부모 비자 신청서 

다음 비자를 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노부모(서브클라스 804, Aged Parent) 비자 

 기여제 노부모 (서브클라스 864, Contributory Aged Parent) 비자 

아울러,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본 비자가 신청되었고, 

 2021년 3월 24일에 호주 국외에 있었을 경우,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의 기타 모든 비자 기준을 충족하면, 호주 국외에 있는 동안에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호주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인 비자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현행 

절차대로) 호주 국내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에는 부모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임시 양해 조치가 적용됩니다.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은 2020년 2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한시적입니다. 

양해 조치 기간의 종료 시기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현행 부모 비자 신청 처리 기간은 이 수정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부모 비자 심사 발표일 (queue release dates) 및 처리 일정을 참조하세요. 

부모 및 기여제 부모 비자 신청자를 위한 브릿징 비자 

코로나 19 양해 조치 기간에 부모(서브클라스 103) 또는 기여제 부모(서브클라스 143), 또는 

기여제 부모(임시)(서브클라스 173) 비자 신청자는 브릿징 비자를 발급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기여제 부모 비자 신청서를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접수 

 비자 신청서를 호주 국내에서 접수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processing-times/family-visa-processing-priorities/parent-visas-queue-release-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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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4일에 호주에서 체류 

 비자 신청이 종결되지 않았음 

브릿징 비자 서브클라스의 자격은 부모 또는 기여제 부모 비자 신청 당시의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신청 당시에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BVA (브리징 비자 A, 서브클래스 

010)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에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BVA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BVE (브릿징 비자 E, 서브클라스 050)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 국외 소재의 사무처에서 부모 또는 기여제 부모 비자를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과 관련된 브릿징 비자의 취득 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브릿징 비자를 신청하려면 작성을 마친 서식 1005를 WA Parent Visa Centre에 우편으로 

보내세요. 작성된 서식을 이메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메일 송부된 1005서식은 모두 

무효처리될 것입니다. 

부모 후원 초청 (임시) (서브클라스 870) 비자  

SPTV (부모 후원 초청 -임시, 서브클라스 870) 비자 소지자로서 2021년 7월 1일에 호주 

국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비자 기간이 18개월 자동연장되었습니다.  

본 양해 조치는 코로나 19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소지 비자로  3년 또는 5년의 호주 체류 

기간을 채울 수 없었던 SPTV 소지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양해 조치에 따라 비자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18개월은 누적된 최대 체류 기간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PTV 초청자의 스폰서 의무 역시, 그 18개월간 동일하게 연장 적용됩니다. 

VEVO를 이용해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세부 사항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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