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 및 환전  

호주에서는 달러와 센트로 이루어진 십진제 통화가 쓰이며, 100센트가 1달러입니다. 통용 중인 지폐는 5달러(보라색), 10달러(청색), 

20달러(주황색), 50달러(황색), 100달러(녹색)입니다. 동전은 은색 동전에는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가 있고, 금색 동전에는 

1달러와 2달러가 있습니다. 호주 통화만이 호주에서 유일한 법정 통화입니다. 외국환은 호주 전역의 은행들이나, 시티 및 주요 도시 

내의 Travelex나 Amex 등과 같은 허가된 환전소에서 보통 환전이 가능합니다. 
 

지갑이나 손가방, 가방에 큰 금액의 돈을 절대로 가지고 다니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집안의 여러분 방에 큰 금액의 돈을 절대로 보관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은행 계좌 

하숙집 가정에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출납 기계(ATM) 카드 발급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학교 양식 및 

여권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한 다음, 학생 계좌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은행에 잊지 

말고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일일 카드출금 제한금액을 설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을 경우 하루에 설정한 금액 이상 출금되지 

않습니다. 하숙비 지불을 위해 큰 금액을 출금해야 할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ATM/ 현금 카드 /직불 카드 

100달러 이상 구매 시에는 개인 식별 번호(PIN)를 사용하여 카드 결제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밀번호입니다. 아무에게도 

절대로 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카드에 적거나 카드 근처에 적어두지 마십시오.  
 

PayPass/PayWave 

직불 카드는 paywave 또는 paypass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므로, 카드를 넣거나 긁어서 PIN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100달러 이하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전 관리 

특히 여러분이 직접 하숙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호주로 여러분께 큰 금액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계획을 신중히 짜서 부모님이 다음 번에 보내주실 때까지 쓸 돈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이고 모든 개인 경비(오락, 전화세, 의료비, 대중교통, 기타 발생하는 개인 경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합니다. 필요 시, 여러분의 하숙집 가정이나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ISP): 유학생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지출 계획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금전 거래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하숙비나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의 학생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부족해진 경우, 절대로 어느 누구에서도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ISP 매니저와 상담하십시오. 
 

어른(하숙집 주인, 식구, 친구 등)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ISP 매니저에게 알려주세요. 누가 여러분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헤치겠다거나 여러분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큰 금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 공공장소에 지갑이나 손지갑을 열지 마세요. 

• 하숙집 주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 밤에 혼자 ATM 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항공권 및 귀중품, 돈, 여권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세요. 필요 시 하숙집이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귀중품 및 큰 금액의 현금을 집에 두지 마세요. 

송금 

은행 어음이나 수표, 전신송금(TT)으로 호주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표는 호주에 도착하기 까지 며칠 걸리고 호주 은행에 

수표가 결제되는 데에 최대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신송금은 보통 더 빨리 처리되지만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쇼핑 에티켓 

호주에서는 물건 값 협상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팁을 주는 일은 호주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까페나 식당, 

택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은행 웹사이트 주소: 
ANZ https://www.anz.com.au/personal/  
Bank SA https://www.banksa.com.au/   
NAB https://www.nab.com.au/  
Westpac https://www.westpac.com.au/  

HSBC https://www.hsbc.com.au/1/2/  
Commonwealth Bank https://www.commbank.com.au/  
Bendigo/Adelaide Bank http://www.bendigoadelaide.com.au/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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