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규정 준수
숙지사항
학생 (임시) 비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유학생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하의 비자는 취소되며 호주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비자 조건 8105호 – 직업
•
•

본인은 본인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호주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은 학기 중에 오직 2주에 최고 40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비자 조건 8202호 – 출석\
•
•
•

본인은 전체 수강(full time) 과정에 등록한다
본인은 등록된 과정에 수강 등록한다
본인은 반드시 수업에서 만족스러운 출석률을 유지해야만 한다

비자 조건 8202호 – 학업 성적
•

본인은 양호한 수준으로 과정의 진도를 따라간다

•

본인은 한 과정을 1회 이상 반복하여 수강할 수 없다

비자 조건 8202호 – 학내 행위
•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본인의 출결 기록 및 과정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자 조건 8203호 – 학외 행위
•

본인은 호주 공동체 또는 호주 공동체 내 단체를 파괴시키거나 폭력적으로 해를 입히는 활동에 가담하지 않는다

•

본인은 항상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비자 조건 8501호 – 건강 보험
•

본인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형태의 건강 보험에 가입한다

비자 조건 8516 – 학생 비자 발급 조건
•

본인은 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준수하며 호주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할 충분한 재정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자 조건 8532호 – 숙박 시설
•

•

본인이 18세 미만일 경우 다음 숙박 규정을 준수한다
o 허가된 숙박시설에 거주
o 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과 함께 거주
o 적절한 친척과 함께 거주
IES로부터 서면 허가 없이 숙박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학생 비자 규정 준수
비자 조건 8533호 – 교육기관 변경
•

본인은 6개월간의 기본 교육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교육기관(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 학교)을 변경할 수 없다

비자 조건 8533호 – 거주 주소
•

만약 본인의 숙소가 IES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를 그리고 변경시에는 그 변동 사항을
7일 이내에 IES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은 학생 비자와 관련한 조건들을 읽고 숙지하였습니다.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본 인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합니다.
또한, 본인은 국제교육서비스(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가 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 비자 및 이민 업무)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비자 자격 온라인 조회 서비스)을 통해 본인의 학생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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