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와 호주 

국경

2020 년 3 월 20 일 오후 9 시 AEDT(호주 동부 일광절약제 시간 기준) 부터는, 호주 시민과 거주민, 직계 

가족만이 호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14 일 동안 각자의 집이나 호텔에서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이 여행 제한은 차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면제 적용 경우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주에서 떠나는 해외 여행 

호주 시민과 호주 영주권자는 2020 년 3 월 25 일 12 시(AEDST)부터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행 제한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항공사와 해상 승무원 및 관련 안전 요원 

 특별 카테고리(서브클라스 444)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은 생물보안 결정 목적상의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호주 출국이 허용됩니다. 

 매일의 입출국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해외 시설의 필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가는 사람들. 또한, 

 호주 국방군을 포함해서 공식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가는 사람들 

 

자신에게는 이번 여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여행자들은 ABF(호주 국경군) 사령관에게  온라인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4 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o 호주내 국내선에 탑승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후 그곳에서 자가격리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news-media/current-alerts/novel-coronavirus#10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covid19-enquiry-form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covid19-enquiry-form
https://www.health.gov.au/resources/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isolation-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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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강하고 아무 증상이없으면 숙박호텔에서 자가 격리 할 수 있습니다. 

o 4 일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주 또는 지역에서 부과하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제한 사항은 추후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합니다. 

 

여행 제한 면제 

다음 경우에는 호주입국이 허용됩니다. 

 

호주 시민 

. 

현재 여권이 없는 호주 시민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민권이나 이중 국적자 여행 증빙서류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영주권자 

호주에 올 수 있습니다. 도착후 14 일 동안, 집에서 또는 호텔에서 자가격리 해야합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올 수 없습니다. 

 

 

보통 호주에서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 

 

평소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 (서브 클래스 444 소지자)는 호주에 올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서 

(운전 면허증 또는 거주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합니다. 체크인시 제시하십시오. 

 

주의 :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뉴질랜드 시민 및 영주권자는 호주를 경유해서 뉴질랜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유 관련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이 범주에 속하는 직계가족이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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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자녀 

 법적 보호자 

 

비자가없는 경우 – 비자가 취득할 때까지 호주에 올 수 없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는 기타 증명서 (예 :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호주 입국이 허가되면 도착후 집이나 

호텔에서 14 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  (배우자와 아동 비자 소지자 제외) – 증빙서류 (예: 결혼 증명서, 재산이나 부동산를 

공동소유 증거 등을 통한 사실혼 증명, 본인이나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정식 통보가 있을 때까지 방문할 수 없습니다. 호주 입국이 허가되면 도착후 집이나 호텔에서 14 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 

배우자(서브 클라스 100, 309, 801, 820)와 아동(서브 플라스 101, 102, 445) 비자 소지자는 호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면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 도착 후 14 일 동안, 집이나 호텔에서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예비결혼(서브 클라스 300) 비자 소지자는 현재 호주로 올 수 없습니다. 

 

 환승 

지난 14 일간 중국이나 이란, 대한민국 또는 이탈리아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환승제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환승은 도착한 당일에 이루어져야하며 환승객은 멸균소독된 환승 구역에 있어야합니다. 

 호주 각 공항에 준비된 환승시설 본인의 여행일정,  무비자 환승 자격 등을 체크해 보십시오. 

뉴질랜드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들은 2020 년 3 월 21 일 12:00 (AEDST)부터 2020 년 3 월 26 일 11:59 

(AEDST) 사이에만 호주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에 더 이상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음 국가의 시민들은 호주를 환승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 

 

 쿡 아일랜드 군도 

 나우루 

 사모아 

 피지 

 뉴 칼레도니아 

 솔로몬 아일랜드 군도 

 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질랜드 

 동티모르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covid19-enquiry-form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transit-facilities-at-australian-airports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travellers-eligible-to-transit-without-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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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바시 공화국 

 니우에 

 통가 

 마샬아일랜드 군도 

 팔라우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베누아투 

 

추가 면제 

ABF(호주 국경군) 사령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중인 여행 제한과 관련해서 추가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대응을 지원하거나 호주 국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호주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국제 항구로부터 호주로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항공 구급기 및 물품 배달을 포함한 중요한 의료 서비스 

 예외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 조종사 및 승무원) 

 호주 주재 인증을 받고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교관과 직계 가족 

 인도적인 이유에 기반해서 사례별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문자들은 호주로 오기 전에 제재면제를 받아야합니다. 국경군 사령관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면제 

요청에는 다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권 상세 내용: 성함, 생년월일, 비자 종류와 번호, 여권번호, 호주내 거주 주소, 호주내 전화번호 

 사례 정보: 왜 사령관의 재량/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  

 관련 증빙서류와 진술: 신청시 위에 열거된 사령관의 면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증빙서류와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모든 여행자는 여행 전에 상기 면제조건의 하나를 충족한다는 증거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이 임시비자 소지자인 경우 귀하와의 관계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면제 신청  

 

호주를 방문해야만 하는 인도적이거나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 여행자도 면제 신청시 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covid19-enquiry-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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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소지자 

 

호주 체류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 전에는 

합법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체류 조건 미달 (8503, 8534, 8535 포함) 

이 경우,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는 다른 대부분의 비자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비자의 남은 유효 기간이 2 개월 미만인 경우, 본 조건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요청이 수락되면, 새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8558 조건 (비거주민인 경우, 18 개월 기간중 12 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음)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옵션 설명 

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인 자격이 되려면 즉시 브리징 E 비자 (BVE)를 신청해야합니다. 

 

비자 조건 준수 

 

사무실 폐쇄로 인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보건, 경찰 공증, 생체 인식, 영어 테스트) 

증명서류를 완료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 할 수있도록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호주로 돌아가고 싶은데 본인의 비자만료 전에 호주 입국을 못하는 경우 

여행 제한이 해제되고난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하세요. 

 

임시 졸업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지역별 방침 때문에, 호주의 학습 요구사항이나 기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각 사례별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 

 

COVID-19.로 인해 몇몇 비자 신청 절차 관련 서비스 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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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a-visa/visa-finder
https://www.homeaffairs.gov.au/news-media/current-alerts/visa-medical-appoin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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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외에서 VEVO(비자 자격 확인 온라인 시스템) 에 접속하는 특정 비자 소지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비자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VEVO 를 사용지 못하는경우 ImmiAccount.를이용해서 

자신의 비자발급서와 비자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취소 

 임시 여행 제한방침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이 편지에는 비자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호주 체류 중인 학생들을 대한 특별 조치 

 

호주내 취업 관련 정보 

 호주의 주요 수퍼마켓은 선반 재고 비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국제학생 직원들에게 더 긴 작업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시설 직원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학생들이 투입됩니다 . .  

 

학생 비자 소지자의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미 간호학과에 등록되어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는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COVID-19 에 대한 의료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는 학생 간호사와 관련해서 당국은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제공자 

수업 연기, 연장 및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야하는지에 관한 정보. 

 

호주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올 수없는 학생들은 휴학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의 

비자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정보 등록 절차 확인 

 

학생이 (비자 만료 기간을 넘어) 학업 이수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비자 신청을 새로 해야합니다.  

 등록 확인이 새로 필요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heck-conditions-online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davidcoleman/Pages/more-help-aussie-shelves-stocked.aspx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davidcoleman/Pages/more-help-aussie-shelves-stocked.aspx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davidcoleman/Pages/international-students-ready-to-fill-critical-staff-shortages-in-aged-care.aspx
https://prisms.education.gov.au/Information/News/News.aspx?NewsId=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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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학생 비자는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 

당국은 국제 학생들의 학업 방식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교육 제공자들이 관할 규제 기관에 연락해서 추가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여행 제재 조치로 인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로 인해 온라인 학업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 수칙 

조건을 참고하십시오. 

 

브릿징 비자 소지자들 

 

해외에 있는 동안 브릿징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 밖에서는 브릿징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선박 탑승객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해야할 것 

2020 년 3 월 15 일에 호주 정부는 직항 및 왕복 여객선을 포함하는 모든 여객선의 호주 입항을 30 일간 

제한했습니다. 

2020 년 3 월 16 일 오전 1 시(AEDST)부터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당신의 마지막 해외 항구를 떠난 

때를 기점으로 14 일간 예방적 자기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국은 여객 산업계와 협력해서, 

 제한조치를 수행합니다. 

 승선 중인 모든 여객들이 호주나 해외에 있는 자신들의 집이나 목적지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선박 승무원은 14 일간이나 또는 그보다 짧은 체류 기간 중에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과 주민은 국내 도착후 최종 목적지에서 14 일 *간의 자기 격리 기간을 시작합니다. 

https://www.teqsa.gov.au/latest-news/articles/novel-COVID-19-also-called-2019-ncov-compliance-update-and-fact-sheets
https://www.teqsa.gov.au/latest-news/articles/novel-COVID-19-also-called-2019-ncov-compliance-update-and-fact-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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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하는 동안, 공항에 머무르거나 일시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승 기간 동안 숙소에서 자가 

격리해야합니다. 

 

* 자가격리 14 일 기간은 마지막 항구에서 출발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열흘 동안 항해했다면, 자기 격리 기간은 남은 4 일이 됩니다. 이는, 승무원이 병에 걸리거나 질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객 산업계 

 

도착 제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020 년 3 월 15 일에 해외 항구를 떠난 모든 유람선의 도착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발효되었습니다. 직접 

도착하는 선박과 왕복 여객선(RTC)이 이 제한조치에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30 일 후에 재검토됩니다. 

 

호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주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입니다.. 

 

2020 년 3 월 16 일 오전 1 시 (AEDST)부터 호주는 다음을 제외하고 해외 항구를 거쳐온 여객선의 입항을 

거부합니다 

  호주 국적 선박 

 마지막 해외 항구를 떠나 호주를 목적지로 하는 국제 여객선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호주 여객선(국내 크루즈선)은 제한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행하고 있고 현재 호주로 회항 중인 RTC 

 

위의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객 선박은 해상 여행자 처리 위원회(MTPC, Maritime Traveler 

Processing Committee)를 통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얻은 여객선은 브리즈번이나 시드니로 

가야합니다. 

 

승무원 

 여객선 승무원은 14 일간이나 그보다 더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자체 격리해야 합니다. 

 

항공사 직원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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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20 일 오후 9 시 (AEDST)부터 항공사 직원은 면제된 여행자만 호주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호주 고성능 승객 처리 시스템(AAPP)을 사용하여 그 이외 다른 모든 여행자가 

탑승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호주 정부는 항공사가 받는 모든 "승선 허가" 메시지를 존중할 것 입니다. 

 면제 되지 않은 여행자의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가 국경 운영 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항공기 승무원 (medivac 승무원 포함)은 여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승무원은 중간 기착지에 특별히 

주의하고 전용 개인 교통 수단을 사용하고 혼잡한 공공 장소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항공 승무원은 증상이 있나 모니터하고 병이 나면 비행하지 않아야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위치로 재배치 

받기 위해 항공기에서 승객으로서 탑승하는 비교대 승무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교대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이미 국내 환승이 예약 되어있는 여행자는 국내 환승을 완료후, 최종 목적지에서 예방적 자가격리 

기간(14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승하는 동안에는 공항에 머물러 있거나, 하룻밤 숙식을해야하는 경우에는 숙소에서 

자가격리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