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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 생활 안내



*주: 이 안내서는 고등 교육(Tertiary Education)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학교에 국제교류과(International Office)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행정과(Student Administration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표기된 비용은 호주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Your journey to Australia starts here.

After reading the guide you hold in your hands, 
you’ll know everything you need to start a new life 
in one of the world’s most exciting countries.

Studying in Australia is an educational experience like no other. 
The country’s world-class universities, language schools and training 
courses foster innovative, creative and independent thought that’ll give 
you a competitive advantage back home.

But there’s more to studying overseas than just studying. The experiences 
you have and the friendships you forge in Australia will stay with you 
forever. Australia attracts students from nearly two hundred countries. 
They speak vastly different languages yet leave saying the same thing: 
living in Australia was one of the best times of my life.

This booklet explains why living and studying in Australia is so rewarding. 
It’s also a handy reference guide to visa requirements an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mong other things.

In fact, what you hold in your hands could be 
called a guide to a new life. To begin your adventure, 
turn the page. 

Start your journey here
www.studyinaustralia.gov.au

바로여기서호주로의여행을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소책자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인 호주에서 여러분이 시작하게 될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호주에서 여러분은 우수한 대학들과 어학교 그리고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혁

신적이고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사고방식의 독특한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것이

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유학은 공부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호주에서 갖게 될

경험들과 쌓아가게 될 친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오래도록 남을 것이기 때문입

니다. 현재 200여개의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호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

들은 비록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호주에서의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시간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소책자는 호주에서의 생활과 학업이 왜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비자요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책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

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tudyinaustralia.gov.au/korea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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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준비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여행 계획과 현지 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안내 정보를

수록하 습니다.

출발하시기 몇 주 전에 학교의 국제교류과에 연락하십시오.

국제교류과에서는 여행과 현지에서 필요한 공항 마중 서비스, 임시 숙소, 

오리엔테이션, 기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 비자, 여행자 수표 수증, 비행기 표, 보험서류와 신용카드를

복사하여원본과는별도로, 비상시에 쉽게꺼낼수있는곳에보관하십시오.

원본은 함께 손가방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 복사본 각 한부

씩을 집에 있는 가족에게 맡겨 두십시오.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보험 - 생명, 상해 및손해보험에가입하시되, 특히 여행기간중에는

이와같은보험에꼭가입하시는것이좋습니다. 보험에가입하실때에는해외

에서도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 - 현지에서자동차를구입하실계획이면현재가입하고계신

자동차보험회사에서무사고증명서를발급받도록하십시오. 호주에서는자동차

보험료가고가이며특히젊은사람에게는비쌉니다. 대부분의무사고증명서는

호주현지보험회사에서이를인정하므로보험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임대인의 추천장 - 집을 임대하실계획이면현재거주하시는집주인에게서

추천장을받도록하십시오. 추천장이있으면임대계약을체결하기가훨씬쉬워

집니다. 아울러은행의예금잔고증명서를제시하여임대료를부담할능력이

있다는것을입증하시는것이좋습니다.

■ 의료 기록 - 현지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시면 주치의 에게서 진료기록과

처방전, 의사의소견서등을받도록하십시오. 진료기록과처방전은 문으로

번역된사본을함께지참하시는것이좋습니다.

■ 여권 사진 - 여권에부착된것과같은사진을여벌로몇장준비하시면각종

회원권카드나휴가철에해외여행비자를발급받으실때편리합니다.

■ 현금 - 호주에도착하신후며칠동안사용하실수있는호주화폐를넉넉하게준

비하십시오. 또한 예비로 $1,500 내지 $3,500 정도의 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비 - 도착시생활비에대한전반적인안내를받으시려면

www.studyinaustralia.gav.au 를 방문하십시오.



� Airline tickets and a valid passport with student visa.

�
Letter of offer from your study institution or a confirmation of 
enrolment slip issued by the institution.

�
Receipts of any related payments you have made including tuition 
fees, health cover, etc.

� Letter of scholarship award (if applicable).

�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your academic transcript.

�
English translation of prescriptions for any medications 
you are carrying.

�
Personal identification such as a driver’s licence or identity card, 
including an English translation.

� Health insurance details (see page 48 for more details).

Use this checklist to make sure you have all the 
documents you’ll need:

본 체크리스트를 보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항공권과 여권, 학생비자

■ 학교의 입학허가서 (letter of offer) 혹은 학교가 발급한 등록확인서

■ 등록금, 건강보험 등 관련 비용 납부 수증

■ 장학 증서 (letter of scholarship award) (장학생인 경우)

■ 성적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원본이나 인증 사본

■ 휴대하고 있는 약품의 어 처방전

■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같은 개인 신분증과 어 번역본

■ 건강보험 세부내역 (49페이지 참조)

수하물

짐을 쌀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이코노미 클래스의 체크인 중량은 보통 20kg 내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항공사에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합니다). 수하물에는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학교의 주소가 선명하게 적힌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수하물에 잠금

장치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수하물 검색이

필요한 경우 잠금 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대신해 가방이나 기타 물품들을 호주로 들여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물건일수있으며, 그런 경우 여러분이책임을지게됩니다.

도착 통지서 (Notice of Arrival)나 학교의 등록확인서, 여권 등을 학교의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 연락처와 함께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잘 모를 때에는 공항직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공항 직원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국 준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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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 not have anything to declare, follow the green channel. 

 If you do have something to declare, follow the red channel.

호주도착

호주에 도착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여권과 입국신고서 (Incoming Passenger Card)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하물 집합장에서 짐을 찾아 수하물 검사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통관관리검역법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녹색 채널을 따라 가십시오.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적색 채널을 따라 가십시오.

도착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들:

■ 식물류 (페인트를 바르거나 옻을 입힌 목각이나 가공하지 않은

목각, 초목으로 만든 수공품과 기념품, 짚 상품, 대나무, 등나무

지팡이나 등나무 바구니 제품, 포푸리, 생화나 말린꽃, 나무껍질이

들어있는 물품 등)
■ 동물류 제품 (깃털, 뼈, 뿔, 양모, 털, 모피, 조가비 껍질, 산호,

꿀벌 제품, 살아있는 동물, 새의 알 등)
■ 모든 동물/보호야생동물
■ 의약재
■ 식품 (조리식품과 미 가공 식품, 식품 재료, 말린 과일과 채소,

통조림 육류 제품, 유제품, 생선 및 기타 해산물 제품, 인스턴트 면과

쌀, 향신료와 양념, 비스킷 케이크, 사탕과자, 차, 커피, 기타 음료,

씨앗과 견과류 등)
■ 화기, 무기, 탄약
■ 호주 달러 $10,000 이상 또는 이와 동등 가치를 지니는 외국 화

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를 소지한 경우, 도착시에 또

는 출발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수하물은 도착 시에 X-레이 혹은 스크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

식물류, 동물류 제품은 모두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체포됩니다. 현장에서

$220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 $60,000 이상의 벌금이나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호주검역국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이

발간한 호주에 들여올 수 없는 것 (What can't I take into Australia?)

안내지와 호주로 우송할 수 없는 것 (What can't be mailed to Australia?)

안내지에는 신고해야 할 상품들과 호주로 반입이 금지된 상품들의 전체 목록

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qis.gov.au.를 참조하십시오.

처방 약품 중에도 호주에 들여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호주약품관리청

(Australian Therapeutical Goods Administration)의 홈페이지

www.tga.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면세품

호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와 판매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객이 아래 물품들을 호주로 들여오는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 $900까지의 물품들, 주류나 담배는 제외 (18세 미만의 여행자인 경우

$450까지). 예: 카메라, 전자제품, 향수, 가죽제품, 보석, 시계,

스포츠 제품 등
■ 18세 이상의 여행자의 경우, 주류 2.25 리터, 궐련 담배 250개피,

궐련 담배가 아닌 시가나 파이프 담배 250그램

$9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잔액에 대해 관세와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ustoms.gov.au.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도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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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the International Office at your institution.

� Obtain a student card and concession cards.

�
Enrol and attend the orientation sessions provided by 
your institution.

� Open a bank account, if you have not already (see page 25).

� Arrange permanent accommodation.

입국후
캠퍼스에서 생활하거나 홈스테이를 할 유학생들을 위해 공항 마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이

공항에서 여러분을 맞아 숙소로 태워다 드릴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학교의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국을 떠나기 몇 주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나기로 한 학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장소와 시간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휴대용 수하물 안에 넣어 두십시오.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에는 대중교통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 기차,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십시오.

해야 할 일

학교의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한다.

학생 카드와 학생 우대 카드 등을 받는다.

학교가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등록하고 참석한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25페이지 참조)

장기 거주숙소를 정한다.



Where to find help

Your International Office is a great place to get help on everything from 
setting up a bank account to sorting out your enrolment. You should 
introduce yourself to the office soon after arriving in Australia and start 
making use of their services. Your institution will also have student 
counsellors who you can talk to if you’re having trouble adjusting to 
life in a new country. 

Your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website is also a good source of 
information. You will find maps, transport information, community clubs 
and counselling services, infrastructure information, a guide to local 
tourist attractions, arts and sporting facility information and links to 
other useful websites.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outh Australia
www.act.gov.au www.sa.gov.au

New South Wales Tasmania
www.nsw.gov.au www.tas.gov.au

Northern Territory Victoria
www.nt.gov.au www.vic.gov.au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www.qld.gov.au www.wa.gov.au

정착 준비

호주에 오고 처음 며칠간은 바쁘게 지나갈 것입니다. 숙소를 구하고

수강 신청을 하는 등,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 친구와 떨어져 낯선 환경에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견디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를 탐험하고, 캠퍼스, 동네 슈퍼마켓,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연결된 대중교통 정거장들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와 스포츠 클럽, 문화센터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신문을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클럽에 가입하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귈 수 있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나 시장

같이 지역 행사를 알리는 광고들도 신문에 실립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일부터

여러분의 학적부를 분류하는 일까지 모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호주에 도착한 직후 국제교류과를 방문해 자신을 소개한 후

지원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지도 상담사들도 있습니다.

주 정부나 지역 정부의 웹사이트는 정보를 얻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도, 교통 정보, 지역 클럽, 상담 서비스, 기초정보, 지역

관광 명소 안내, 예술 및 스포츠 시설 정보, 기타 유용한 웹사이트

링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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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구하기

캠퍼스 기숙사, 호주 가정 홈스테이 등, 자금 규모와 필요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들이 다양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숙소를 쓰는

경우도 많으며, 학생 게시판과 신문에 방이나 아파트, 주택의 임대

광고가 실리기도 합니다. 웹사이트에 빈방 공지를 게시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숙소에는 전자제품, 가구, 침대, 식기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용품들은 중고물품 아웃렛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신문이나 학교의 게시판에서 직거래 광고를

보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 물품들 중 일부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학교의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에서 숙소에 관해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미리 임시 거처를 정해

둔다면, 도착하고 나서 장기간 거주할 숙소를 여유 있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홈스테이 (주 당 약 $110 - $270)

홈스테이는 어린 학생들과 단기 어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혼자 방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은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더 저렴한

자취 홈스테이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팜스테이도 있습니다.

팜스테이 (Farmstay)는 홈스테이와 동일한 서비스를 농가, 지역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교육 기관들은 유학생들을 위해 엄선된 하숙집 명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기 전에 홈스테이 임대료와 보증금 (보통 4주 임대료 상당액)을

학교수속당시 지급하지 않았다면 도착했을 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타인의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깨끗이 사용해야 하고 공동 사용

공간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TV같은 제품을 방에 들여올

때에는 먼저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및 문제점이 있을 때

집주인에게 말하면, 집주인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십시오.



처음 도착했을 때 집주인 가정과 아래 문제들을 의논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우호적인 교류를 쌓기 수월해지고

홈스테이 경험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대료나 전화비는 언제 지불해야 하는가?
■ 부엌 사용, 의복 세탁, 외출, 친구 초대 등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 야간에 몇 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없는가?
■ 수업을 마친 후 몇 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하는가?

(고등학생이나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한 경우,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가?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 (주 당 약$80 - $135)

호텔은 보통 Youth Hostels Australia (YHA)나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이 운 하고 있습니다. 부엌과 욕실은

공동 사용합니다.

공동 숙소 (Shared accommodation, 주 당 약 $70 - $250)와
임대 (Rental accommodation, 주 당 약 $100 - $400)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원룸을 임대할 때 집주인 (부동산 소유주)이 4주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할 것입니다. 지불 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이 보증금은 임대가 끝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에 훼손이

없어야 하고 집을 옮길 때 집주인에게 적당 기간을 두고 먼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집을 임대할 계획이라면,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학 게시판, 학생신문과 지역신문, 학교 웹사이트 등에서

주택 가격대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가구 구입 비용과 대략적인 전기료, 전화비, 가스비 등을

미리 참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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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입국 후

임대에 관한 조언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숙소를 억지로 떠 려 선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 부동산에 갖추어져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비품, 설비, 전기기구 (예: 카펫, 타일, 벽, 전화 및 전기 콘센트, 천장과

조명, 욕실 및 부엌의 물품들)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모두 깨끗하고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어떤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했다면, 임대계약서와 같은 법률 서류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집주인과세입자 (숙소에서 생활하는자) 의 의무사항

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6개월 - 12개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양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모든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세입자는 그 부동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전에, 그 부동산의 모든 항목들과 부동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

나와 있는 부동산 점검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집주인

또는여러분과부동산중개인은이부동산점검보고서에서명을해야합니

다. 이것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훼손 (이전 세입자의 훼손) 에 대한 책임 소

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필수 의무 사항들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각오가

될 때까지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학교의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 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보증금, 임대료, 예치금 등, 지불한 모든 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서명한 서류의 사본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을 보상받으려면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의 최초 가설비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와 전화를 개통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사한 주나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도시 지역인지 교외지역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전기 연결에 $30, 가스 연결에 $30, 수도 연결에 $60, 전화 연결에 $60

가량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학교 (연간 약 $10,000 - $20,000)

대부분의 사립 중고등 학교들은 유학생들에게 숙소, 식사,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업료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같은 학생들끼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며, 기숙사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캠퍼스 숙소 (주 당 약 $80 - $250)

대부분의 대학과 일부 직업전문대학에서는 캠퍼스나 캠퍼스 인근에

아파트, 레지던셜 칼리지, 기숙 회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숙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숙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지던셜 칼리지는 약간 더 비용이 비싸며 숙소와 함께 식사가 제공

됩니다. 이곳은 스포츠 시설, 사교 시설, 공부방, 도서관, 컴퓨터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 회관은 학교 캠퍼스나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대체로

레지던셜 칼리지보다는 저럼한 편입니다. 학생들은 식사와 일부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정규 과정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여학생 전용 숙소 또는 남학생 전용 숙소

기숙 학교와 대학 기숙 회관에는 동성과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주거 생활광고에는 특정 성별의 세입자를 선호한다는 점이 대부분

명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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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생활

처음 몇 달간은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외에서의

생활이 처음인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호주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 호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정보

다음은 호주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ourism Australia의 웹사이트

www.australia.com 혹은 Study in Australia 웹사이트

www.studyinaustralia.gov.au 를 참조하십시오.

국민
호주는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으로서 약 2,1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어권 국가입니다. 호주의 재외 국민들은 약 190개국에

퍼져 있으며, 호주인 5명 중 1명은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호주의 국가적 특성이자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
호주에는 호주 연방 정부, 주 와 특별구 자치 정부, 지방 정부(의회) 등,

3단계의 정부가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캔버라 소재 국회의사당에 있고

정부 수반은 수상입니다.

법률
호주 유학생으로서, 여러분은 모든 주 및 특별구, 연방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배와 술을 살 수 있는 합법적 연령은 18세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학생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호주의 경찰관은 경찰 표시 차량이나 비표시 차량을 타고 공공장소를

순찰하기도 하고, 도보 순찰이나 자전거 순찰, 때로 기마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간단한

경우에도 호주 경찰은 기꺼이 도움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를 목격하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 (AEST): Greenwich Mean Time plus 10  
hours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Victoria, Tasmania and Queensland)

Central Standard Time: AEST minus 30 minutes 
(South Australia and the Northern Territory)

Western Standard Time: AEST minus two hours (Western Australia)

Time zones
There are three different time zones in Australia. Daylight saving also 
comes into effect in some parts of Australia during the summer months.

시간대
호주에는 세 가지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하절기에

몇 달간 서머타임제를 실시합니다.

호주동부표준시간 (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 AEST): 그리니치 표준시 + 10시간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Victoria, Tasmania, Queensland)

중부표준시간 (Central Standard Time): AEST - 30분

(South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서부표준시간 (Western Standard Time): AEST - 2시간 (Western Australia)

주와 특별자치구
호주에는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Tasmania 등 6개 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의 2개의 특별자치구가

있습니다. 수도는 캔버라이고, 캔버라는 남동쪽의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화
호주는 100센트를 1달러로 하는 달러 센트 십진 통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용 지폐는 $5 (자주색), $10 (청색), $20 (오렌지색), $50

(노란색), $100 (녹색)입니다. 통용 동전은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 은화와 $1과 $2 금화입니다.

호주 통화는 호주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법정 화폐입니다. 다른 국가의

돈은 국제공항, 은행, 주요 호텔 등의 환전소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호주 달러로 된 여행자 수표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통화 표시 여행자 수표는 은행에서 환금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호텔과 일부 상점에서도 여행자 수표를 환금할 수 있습니다.

중량과 계측 단위
호주는 중량과 계측에 미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거리는

킬로미터로, 물건은 킬로그램과 리터로, 온도는 섭씨로 측정합니다.

호주에서의 생활22



23호주에서의 생활

Climate and seasons
Almost a third of Australia is in the tropics and the rest is in a 
temperate zone. The coldest areas are Tasmania and the south-east 
corner of the mainland. 

Summer  December to February

Autumn  March to May

Winter  June to August

Spring  September to November

기후와 계절
호주의 약 3분의 1은 열대성 지역이며,

나머지는 온대성 지역입니다.

가장 추운 지역은 Tasmania와 본토의 남동쪽 외곽입니다.

여름 12월~2월

가을 3월~5월

겨울 6월~8월

봄 9월~11월

수자원
호주는 매우 건조한 나라로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대다수 호주 도시들과 지방 소도시들이 가뭄을 겪는 경우가 많아 단수

조치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함부로 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착한 후

주 또는 지역의 수자원 게시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올바른 물 이용

방식에 관해 숙지하거나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좋을 만큼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호주의 문화

에티켓, 생활양식, 가치관 등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호주 국민들은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형식을 중요시하고 지위나 권위의 구별이 확실하며 이것이 존중을 받는

문화권에서 자란 여러분에게 약간의 적응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문화에는 그러한 풍토가 없으므로, 여러분은 격의 없는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호주 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 사람을 부를 때 - 호주 국민들은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입니다. 동갑이나 연하는 통상 이름으로 부릅니다. 연장자를 부를

때에는 그 연장자와 친해질 때까지 또는 그 연장자가 이름을 불러

달라고 할 때까지 성 앞에 Mr, Mrs, Ms 를 붙여 부릅니다.



■ 인사 -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은

예의를 지킨 인사말이고, 편한 인사말은 hello, hey, hi 입니다.
■ Please 와 thank you - 어떤 것을 요청할 때에는 please 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받을 때에는 thank you 라고 말합니다.
■ 사적인 공간 - 타인 옆에 설 때 팔 길이보다 더 가까이 서면,

그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의복 - 호주 국민들은 캐쥬얼한 옷을 즐겨 입는 편입니다.

정장이 필요한 장소인 경우 미리 통보를 합니다.
■ 줄서기 - 순서대로 기다려야 할 때는 줄을 서야 합니다.

(예: 택시, 버스, 발매소, 출납기). 다른 사람 앞으로 끼어드는

“새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시간엄수 - 약속이나 초대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늦어지게 되는 경우, 행사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 설명을 해야

합니다.
■ 흡연 - 정부 건물, 국내 항공기 및 국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

극장, 쇼핑센터, 대다수 실내외 공개 모임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좋은지 항상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십시오.
■ 평등 - 호주 국민들은 개개인이 호주 헌법이 보호하는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평등한 대우를 원합니다.
■ 침 뱉기 -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투기 - 호주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며 쓰레기 투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식사 예절 - 호주 사람들은 식탁에서 포크와 나이프 등을 사용

합니다. 특정 코스에 어떤 식기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를 경우에는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하십시오. 피크닉이나

바베큐 같이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식사에서는 손가락을 사용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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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은행
호주에는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이 많습니다. 정규 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30 am - 4.00 pm 이며, 금요일에는 9.30 am - 5.00

pm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여는 은행도 있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모든 금융 기관은 문을 닫습니다.

자동화기기 (Automatic Teller Machines, ATM) 에서 하루 24시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점과 슈퍼마켓에는 대부분 판매대금

자동결제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EFTPOS)

단말기가 있으므로, 상품 대금을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지불할 수도 있고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장 가맹점이 많은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인터내셔널과 그 계열 카드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신용카드 지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계좌 개설
호주에 도착하면 바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처음 6주 동안

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납세자 번호 (Tax File Number)를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44 페이지 참조).

자금 이체
은행환어음이나 수표, 전신환 송금을 통해 호주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재 은행의 환어음은 도착까지 수일이 걸리며 호주 은행을 통해

승인되는데 10 업일이 소요됩니다. 전신환 송금은 이보다 기간이 짧은

대신에 다소 비용이 더 듭니다. 수표 정산은 약 5 업일이 소요됩니다.

전기
호주의 전류는 240/250 볼트 AC 50 사이클이고, 3구 플러그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기제품의 경우 대부분 어댑터가 필요하며, 전압이

다른 외국 제품을 가져올 경우 변압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팁
호주에서 팁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며, 호텔과 식당의 계산서에는 서비스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팁을 주고 안주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산서 금액의 10%까지 식음료

담당 웨이터에게 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는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쇼핑
호주의 주요 도심지와 수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쇼핑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통 1주일 내내 9.00 am - 5.00 pm까지 업을 하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9.00 pm 까지 심야 쇼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마켓 중에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개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는 호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우편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번 배달합니다. 대형 소포의 경우 인근 우체국에서

수거하라는 카드를 여러분의 우편함에 남깁니다. 우편 서비스는 믿을 수

있으며, 한 도시 내의 경우 일일 배달이 가능합니다. 우체국들은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 am - 5.00 pm까지 업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문구류, 우편낭, 전화카드, 우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타 요금 등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호주는 최신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으며, 동전과 선불 전화카드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여러 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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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중 교통
호주는 기차, 버스, 전차, 페리 등 대중교통체계가 광범위하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기차역, 페리 선박역, 신문판매대, 버스와 전차

안에서 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두 개의 주요 국적 항공사와

여러 개의 지방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항공권은 여행 대행사나 항공사,

온라인 등을 통해 예약합니다.

유학생은 일부 주에서 교통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대형 도시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미터기 택시가 운행됩니다. 전화로

택시를 부르거나 운송 터미널, 주요 호텔, 쇼핑 센터 등에 있는 택시

대기장에서 택시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에서

택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차 지붕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빈 차라는

표시입니다. 기본 요금이 있으며 이동 거리에는 킬로미터 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지불시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

자가 이동 수단
자가 이동 수단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자전거는 약 $200

정도면 살 수 있고, 중고차는 $10,000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도로 주행이 가능한지 믿을 수 있는 정비사의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경우, 등록, 수리, 연료, 보험, 서비스 등의 비용을

여러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시 다른 차량 손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자차 손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운전 기록, 소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에 3개월 미만 체류 예정인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이나 유효한

해외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가 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 번역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도로 법규에 관한 테스트를 받고 호주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고 호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도로 좌측으로 운전합니다. 최대 제한 속도는 주거 지역인

경우 50km이고, 표지판에 달리 나와 있지 않는 한, 고속도로에서는

100km가 보통입니다. 음주 운전이나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고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하는 무작위 음주 측정은 호주의 주와 특별자치구

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 기준선에 대한 정보는

www.alcoholguidelines.gov.au를 참조하십시오.

과속 차량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 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벨트는 의무사항입니다.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적발되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화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거나 도로 한편의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받아야

합니다.

호주의 운전면허와 도로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도로관리국

(Road Authorit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안전

호주는 안전한 유학지로서 유학생들을 환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언제 나가고 어디에 갈 것이며 언제 돌아올지를 항상 누군가에게 알려

두십시오.
■ 야간에 혼자 다닐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캠퍼스 경비대의 에스코트를 받거나 버스를 이용합니다.
■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소지품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 휴대폰이나 공중전화에 이용할 동전, 전화카드 등을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안 지침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 외출하기 전에 문과 창문을 잠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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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ies
If you are faced with a life-threatening emergency, you should dial 
000 on the telephone. The operator will ask you if you need fire, 
police or ambulance services before transferring your call.

비상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 경우, 전화기에서 000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교환원이 소방서나 경찰서, 앰뷸런스로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새로운 나라에서 낯선 문화에 둘러싸여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외로워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들은 차차

나아질 것이며, 주변환경에 익숙해지게 되고 새 친구들과 사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 긍정적일 것 - 왜 호주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상기하십시오.
■ 대화를 나눌 것 -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들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 일기를 쓸 것 - 호주에서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데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어떤 일에 몰두할 것 - 남는 시간을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새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사교활동을 할 것 -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나 호주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런 시간을 통해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유학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 융통성을 가질 것 - 변화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볼 것 - 타인의 행동이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십시오. 알아 듣지 못할 때에는 물어보십시오.
■ 여러분이 처한 문제들을 학교의 유학생 지도교사나 상담 교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호주 문화를 배워야 하듯이 여러분과 만난 호주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기 음식과 허용 음식,

조리 방법,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필요한 점들을 일일이 설명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호주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호주의 문화

요소들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역의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특정 상황에서 해야 할 일,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호주 국민들은 사교적이고

친절해서 언제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가족 동반

가족이 호주에 동반 입국하는 경우 또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최초 학생비자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

시켜야 합니다.

호주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은

가족구성원을 배우자 (합법적인 배우자나 12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성의 동거인) 나 자녀, 배우자의 자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IAC 웹사이트 www.immi.gov.au

를 참조하십시오.

가족을 동반하고 호주에 오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십시오 (예: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자녀의 학비와 경비는 여러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유학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www.immi.gov.au/students/students/bringing.family/index.htm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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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비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상품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가 10% 부가됩니다. 이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에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육류, 빵,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GST는 공장도

가격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격표의 금액이 카운터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불공정 부과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경쟁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에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감시하고 있긴 하지만 구입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매장을

방문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다문화 국가 중 한 곳으로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고 있고 박해나 차별 없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에 기도실을 두고 있는

대학과 직업기술전문대학이 있으며, 전국의 도시와 소도시마다 믿음을

전파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학교 국제교류과 (International Office)나

학교 예배당의 목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음식

다양한 문화적 유산으로 인해 호주는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다양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대표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호주의 요리는 호주의 맛을 담아낸 전통적인 음식과

다문화의 향을 받아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외국재료들은 대형 슈퍼마켓과

특산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루틴 혹은 유제품 제거 식품, 채식품, 완전채식품, 회교도의 식용육

등과 같이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품들도

많습니다.



보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으로 대부분의 의료 비용 (49페이지 참조)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캠퍼스 안에 보건 센터를 두고

있으며, 향후에는 모든 학교에 응급치료요원이 한 명씩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과 소도시에는 의료 센터가 있으며

우수 의료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도와줄 상담사 및 가족계획시설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18세 미만의 유학생

여러분이 18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책임질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후견인은 친척, 가족의 친구

혹은 홈스테이 부모, 교사일 수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은 부모님을

대신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의 학업 진도를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 올 때 어떤

가족 구성원과 동반하고 싶다면, 학생 후견인 비자

(Student Guardian Visa)를 신청하십시오.

학생 후견인 비자 (Student Guardian Visa)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immi.gov.au/students/student_guardians/index.htm 을

참조하십시오.

학교의 보호와 감독
학교는 휴식시간과 등교 전, 하교 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감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훈련, 학교 공연 리허설

등, 학교 부지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또한 항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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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학업

국제교류과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

캠퍼스 안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있는 대학과 직업기술 전문대학이

많습니다. 호주에 도착하는 대로 학교 국제교류과에 연락을 취하

십시오. 이 부서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국제교류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학교에 국제교류과가 없다면, 학생행정과에

문의하십시오.

오리엔테이션
신입 국제 유학생들은 국제교류과의 유학생 담당자 (Student Contact

Officers, SCOs)로부터 호주의 교육훈련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캠퍼스, 지원서비스, 클럽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교사는 학교의 구조와 관리 방식, 호주의 문화,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줄

것입니다.

학업 기술
수필 작성, 노트 필기, 시험 준비 등, 학업 기술 연마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워크숍이나 개인 상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어 지원
비 어권 국가의 학생들을 위해 많은 학교들이 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의 어 읽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트 필기, 보고서 작성, 연구 정보

기술 활용과 같은 학업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숙소
국제교류과는 여러분이 캠퍼스 근처에 적당한 숙소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캠퍼스 밖에 숙소를 임대해야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서명해야 할 임대계약서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국제교류과에 문의

하십시오 (15페이지 참조).

홈스테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제교류과가 문제 해결을 돕고, 학생들에게

세입자 자문서비스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상담
유학생 담당자들은 여러분이 호주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들은 유학생이 호주에 도착했을 때 학생을 공항에서

픽업하고, 숙소 물색을 도와주고, 비자와 OSHC 문제를 이해시키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유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학내 담당자입니다.

사회적 문제와 복지 문제에 관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상담사를

갖춘 학교들도 많으며, 진로 상담사는 유학생의 학업과 직업 진로

문제를 도와 줍니다.

진로 자문
국제교류과는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업/수강 선택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종교 모임이나 커뮤니티 모임
캠퍼스와 도시 주변의 종교 모임들과 커뮤니티 모임들은 국제교류과에

자세히 문의하십시오.

장애우 학생

학교는 장애나 만성질병으로 인해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보청기, 노트 필기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착하기 몇 주 전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호주의 학급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호주의 교육 방식이 고국의 교육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창조적이고 자립적인

사고와 논쟁을 장려하는 실용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시험에 대비해 정확한 단어들을 기억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주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스스로 사고, 탐구하고 한 반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평가에 이러한

수업 참여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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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of assessment is different for each state and territory, 
but generally the following will app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chools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A  Outstanding achievement High Distinction  100 to 80 per cent

B  High achievement Distinction  79 to 70 per cent

C  Satisfactory achievement Credit  69 to 60 per cent

D  Unsatisfactory achievement Pass  59 to 50 per cent

E  Fail Fail  Below 50 per cent

Some vocational institutions may use a competent/not competent or a 
satisfactory/not satisfactory grading system.

강의와 지도
대학의 수업은 강의와 지도수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그 학과의

여러 교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최대 200명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도수업은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약 30명이 참여합니다. 지도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강의에서 제공된 정보를 다른 학생들은 물론 강사와 심도깊게

토의를 하게 됩니다. 지도수업 시간의 토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려면 강의에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직업기술 전문대학에도 강의와 지도수업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보 제시와 그에 대한 토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전문대학의 수업 규모는 대학 수업 규모보다 대체로 작은 편입니다.

학업평가
여러분의 최종 성적은 과제 (교과정에 따라 서면 과제나 실습 과제),

시험, 수업 참여도 (즉, 얼마나 많이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 는가),

출석, 단체 활동 등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학위에 따라 마지막 몇 주 또는 학기말 시험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기 내내 계속 학업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가지 평가 요소에만 기대어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다른 평가 요소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은 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직업기술전문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A Outstanding achievement (탁월) High Distinction 100 to 80 per cent

B High achievement (우수) Distinction 79 to 70 per cent

C Satisfactory achievement (양호) Credit  69 to 60 per cent

D Unsatisfactory achievement (불량) Pass  59 to 50 per cent

E Fail (낙제) Fail  Below 50 per cent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competent/not competent 성적 체계나
satisfactory/not satisfactory 성적 체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표절
표절은 누군가의 연구를 가져다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참조 문헌의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과제물에 끼어 넣는 행위와 참조문헌이나 원전을 밝히지 않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표절은 호주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낙제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구내용을 사용하고 싶다면, 참조 표시를 하고 자신의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학생의 연구내용을 자신의 연구내용으로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참조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품질보증

호주는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과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과정이나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런 경우 유학생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보호법령은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 Students

(ESOS) 의 입법 구상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구상에 따라,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호주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서비스와 학교시설에 관한 국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
ESOS 법령은 학생이나 학교가 학생이 등록한 교과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학생 (소비자) 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법령을 통해 학생이

환불을 받을수 있고,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학비보험제도 (Tuition

Assurance Scheme) 등을 통해 다른 기관, 과정으로 대치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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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정 정보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예: 브로셔, 핸드북)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학확인서 (Confirmation of Enrolment)를 제공하기 전에, 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과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어능력이나 과거경력, 필요한 학력 등과 같은 관련 교육과정

지원에 따른 자격요건
■ 교과정 내용과 기간
■ 취득하게 될 자격
■ 교습방식과 평가방식
■ 캠퍼스의 위치
■ 사용가능한 시설, 기구, 학습자재 및 도서관
■ 관련교육과정 혹은 그 일부과정을 제공하는 다른 등록 교육기관,

담당자 또는 사업과의 알선사항
■ 재학중 등록 코스의 학비변동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 관련 학비
■ 환불정책
■ 등록지연, 중지, 취소 관련 정보
■ ESOS 법령 설명
■ 생활비, 숙박 옵션 등 호주생활정보
■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교육관련 사항과 의무

학생 지원 서비스
학교는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유학생활에 적응하고 학업 목표에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도착시 아래의 사항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들의 호주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생지원서비스
■ 법률관련 서비스
■ 비상시 관련 서비스 및 건강 서비스
■ 시설 및 자료 관련 서비스
■ 불만처리 및 항소 관련 서비스
■ 교과정 및 출석관련 학생비자조건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your rights under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legislative framework at 
www.studyinaustralia.gov.au.

불만처리

교과정과 학교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학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학교 국제교류과가 이런 불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ESOS도 양자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빠르고 독자적이며 저렴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를 지정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입법 구상에 따른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www.studyinaustralia.gov.au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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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취업

학업을 시작한 후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나 무료 봉사를 하려면 이민국(DIAC)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의 비자로 허용 가능한 시간은 주당

20시간까지 입니다.

호주에서의 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AC의 웹사이트

www.immi.gov.au/students를 참조하십시오.

2008년 4월 26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비자 발급과

동시에 취업허가를 받게 됩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함께 동반하는

가족도 취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신청자는 취업을 위해

호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새로 바뀐 제도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들은 본인이 등록한 과정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허용된 근무시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업기간 중에는 주당 20 시간까지, 방학기간 중에는 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동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등록한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주당 20 시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동반 가족들은 시간의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취업 유형
유학생들은 주로 상점이나 서비스업, 관청 등에서 일을 구하게 됩니다.

업무와 본인의 연령에 따라 시간 당 $6-15을 벌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초과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이나 모국어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은

수입처가 됩니다. 학생 교사는 시간 당 약 $40을 벌 수 있습니다.

호주에 온 주요 목적은 학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부와 무리없이 병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당 서너 시간만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세금환급
유학생으로서 여러분은 호주의 과세 제도에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호주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으로부터 납세자번호 (Tax File Number,

TFN)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이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ATO 웹사이트나 호주 우체국에서

입수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ATO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

현재주소, 출생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호주에 도착한 일자, 현재

외국 여권 (현재 입국 허가서), 학생카드나 등록확인서 같이 학교가

발급한 등록증명서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세무사를 통하거나 스스로 소득세 환급

서류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세 환급서류를 작성한 경우,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환급은 14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e-tax는 ATO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번호와 세금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3 2861 번호로

ATO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www.ato.gov.au를 참조하십시오.

노후 연금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 $450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노후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여러분의 사업주는 여러분의 연금 계정이나 퇴직금 계정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요건을 노후연금

보증 (Superannuation Guarantee)이라고 합니다. 자격 대상이

되는 경우, 호주를 떠날 때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호주출국노후연금 지급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이라고 합니다.

노후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DASP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www.ato.gov.au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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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요건

학생 비자의 조건

호주에서 공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비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수업에 80% 이상 출석할 것
■ 양호한 (satisfactory) 학업 성적을 받을 것
■ 등록한 교과정의 지속적인 등록 상태를 유지할 것
■ 학교에 호주 도착 7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알리고,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알릴 것
■ 학교를 변경한 경우 신규 등록증명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원래의 교육제공자에게 통보할 것
■ OSHC 보험을 유지할 것

장학생의 경우에는 특별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조건을 모두 읽고 이를 숙지, 준수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 조건은 비자와 함께 받은 허가서에 나와 있거나 비자 라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허가서 없이 취업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하는 행위
■ 교과정이 끝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행위
■ 비자 기간을 넘어 장기 체류하는 행위
■ 위조 서류 사용 행위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어 호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 취소 후 3년간 호주입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교과정 또는 학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또는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곳의 이민국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또한 호주에 있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생비자 만료 후 28일을 넘겨 새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3년 동안 호주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나 이민국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ov.au/media/fact-sheets/86overstayers.htm의

Overstayers and People in Breach of Visa Conditions 란을

참조하십시오.

비자 연장

교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새 비자를 현지

이민국에 신청하거나, 고국에 있는 호주 재외공관이나 대사관의

비자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ov.au를 참조하십시오.

의료보험

호주에는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의료보험 체계가 있으며, 이를

외국유학생의료보험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이라고 부릅니다. 비자 요건상 등록 기간만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SHC는 학교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합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보험회사 (아래참조)에 등록하여 OSHC 계약자 카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고 보험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와 특정 OSHC 보험회사간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OSHC를 통해 호주에서 유학하는 동안 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처방약들과 앰뷸런스를 이용했을 때에도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OSHC에서 치과치료, 안과치료, 물리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요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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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Health Management   www.ahm.com.au

BUPA OSHC   www.overseasstudenthealth.com

Medibank   www.medibank.com.au

Worldcare ASSIST   www.worldcare.com.au

이러한 비용들에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OSHC를 제공하는 곳은 네개의 호주 보험사들입니다. 보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십시오.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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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할 때 일부 학교들이 제공하는

귀국 세미나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주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빈 자리로

인해 친구들과 가족들도 변해 있을 것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일,

계속 공부를 하는 일, 스스로 돈을 벌거나 부모와 함께

귀국하는 일, 가족과 친구들의 일상에 익숙해지는 일 등은

앞으로 여러분이 적응해 나아가야 할 것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기후와 음식에도 다시 적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학교는 대부분 재정착, 시험성적 확인 방법, 여행 준비,

동창회 참석, 장래 진로 계획 등에 관한 주제로

귀국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호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호주의 동문 입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대학 동창회도 있을 것이고, 호주 동창회 네트워크도

있을 것입니다.

호주 동창회 네트워크는
■ 개인적 인맥, 비즈니스 인맥, 학맥 등을 유지하고 호주에서 공부할 때

쌓은 우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국과 세계 전역에서 사업 기회, 취업 기회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집을 떠나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동문이 되어 귀국한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 모임에서 이해와 상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 목록은‘Study in Australia' 홈페이지

(www.studyinaustralia.gov.au/kore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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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추가 정보

Department  Website

Useful numbers  Phone

추가정보

호주에서의 유학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십시오.

기관 웹사이트

Australian Government 호주정부 www.australia.gov.au

Study in Australia www.studyinaustralia.gov.au

ESOS www.aei.dest.gov.au/ESOS

Education in Australia www.education.gov.au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www.dfat.gov.au
(고국의대사관연락처가필요한경우)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www.immi.gov.au
Citizenship 이민국
(이민정보와비자정보가필요한경우)

Australian Customs Service  호주관세청 www.customs.gov.au
(호주에가져올수있는물품에대한정보가필요한경우)

Australian Quarantine and www.aqis.gov.au
Inspection Service 호주 검역국

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 세무서 www.ato.gov.au

Tourism Australia 호주 관광청 www.australia.com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임금 및 근로환경 www.wagenet.gov.au

National Liaison Committee 국립 연락위원회 www.nlc.edu.au
(호주의유학생들에게학업문제나
복지문제에관한정보가필요한경우)

유용한 번호 전화

긴급 서비스 000
(경찰서, 소방서, 앰뷸런스)

비자발급 131 881

호주에서해외로전화를걸때 0011
(국가코드) (도시/지역코드) (전화번호)

호주 국가 코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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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호주 검역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 세무서)

CRICOS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유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및 과정 연방등록부)

DEEWR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호주 연방 교육, 고용, 노동관계부)

DIAC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이민국)

ESOS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유학생 보호 법령)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유학생 건강보험)

SCO Student Contact Officer (유학생 담당자)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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