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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생 임시(서브클라스 485) 비자 소지자를 위한 정보  

졸업생 임시 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s) 

코로나 19 여행 제한조치로 인해 졸업생 임시 비자 (서브클라스 485)의 요건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코로나 19 임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호주 국외에서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졸업생 임시 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를 참조하세요. 

온라인 학업 이수 

호주 국외에서 수행한 온라인 학업의 경우, 온라인 학업이 ASR(Australian Study Requirement, 호주 학업 

요건)로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서브클라스 500) 비자 소지자의 온라인 학업. 그리고, 

 합당한 자격 요건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서 제출  

대체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은 2022 년 중반에 시작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 19 여행 제한조치 때문에 호주 국내에서 시간을 상실한 현재 및 이전 졸업생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대체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isa-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temporary-graduate-vis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emporary-graduate-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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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소지. 또는, 

 2020년 2월 1일 이후에 만료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이전에 소지 

 2020년 2월 1일~2021년 12월 15일 사이에 호주 국외에 있었던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자 신청 수수료 AUD1,680달러를 전액 결제 

 증빙 서류 제출 

2022년 7월 1일부터 ImmiAccount를 통해 호주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격 요건을 가진 경우, 대체 비자는 호주에서 원래 비자로 체류했던 기간과 관계없이 자격 등급에 따라서 원래 비자와 

동등한 체류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신청 시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의 졸업생 임시 비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자의 졸업생 임시 비자 발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비자는 지역별 취업과 학업을 기반으로 

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19 졸업생 임시 대체 스트림 (COVID-19 Temporary Graduate 

replacement stream)을 참조하세요.  

비자 연장 

코로나 19 여행 제한조치의 영향으로 대체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졸업생 임시 비자 소지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비자 연장이 되거나 비자가 재활성화 됩니다. 적격한 비자 소지자에게는 본 기관으로부터  

직접 통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본 임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적격한 졸업생 임시 비자 소지자는 대체 졸업생 임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 호주를 입국하거나 계속 체류를 하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9일부터 비자 소지자는 비자의 세부 정보 및 조건에서 자신의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isa-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temporary-graduate-vis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isa-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temporary-graduate-visa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https://www.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781
https://www.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781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heck-condition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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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 이전에 비자가 종료될 수도 있는 비자 소지자는, 서브클라스 485 비자의 연장이 시행될 때까지 

합법적인 호주 체류를 위해 임시 활동 비자(서브클라스 408) 호주 정부 승인 이벤트(코로나 19 

팬데믹 이벤트)의 신청서 접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isa-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temporary-graduate-visa
https://www.homeaffairs.gov.au/covid19/visa-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temporary-graduate-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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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