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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RESPONSIBILITIES/학생 책임 사항 

 

Conditions of your Student Visa/학생비자 조건들 

The Sydney College of Divinity Korean School is legally required to monitor and report to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on all study related conditions. Breaking 
ANY of the below conditions can result in cancellation of your student visa. 

시드니신학대학 한국신학부는 법적으로 이민 및 시민권부에 모든 학업 관련 조건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조건이라도 위반하면 귀하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To maintain your student visa, you MUST: 비자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 

 Inform the college of your current address학교에 현주소를 알려주십시오 
 Be enrolled in enough courses each semester to ensure you will complete your degree within the 

length of your Confrmation of Enrolment (COE) - this will usually mean enrolling in 4 

units (36 credit points) per semester. 매 학기 귀하의 COE(Confrmation of 

Enrolment)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과목을 등록하십시오– 

이것은 보통 매 학기 4과목(36학점)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eet your program requirements (i.e. maintain academic progress according to the course 

rules) 학업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십시오. (즉 과목 규정에 따른 학업 

진도의 유지) 
 Pay your tuition fees on time (i.e. by the start of semester, or as arranged) 학비를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즉 학기 시작 시, 또는 협의된 대로).  
 Keep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up to date 유학생 건강보험의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Not work more than 20 hours in any one week during the semester (including exam 

periods). 학기 중 주 20시간 이상 일하지 마십시오. (시험 기간 포함) 
  

1. Your enrolment and academic progress/등록 및 학업 진도 

It is a DIAC requirement that all international students must be enrolled in a way that 
ensures they will complete their degree within the length of their COE. International 
student visa holders will only be able to extend their visa under limited circumstances. Please 
refer to the National Code 2007 Standard 9.1 and 9.2 for further information: 
http://aei.dest.gov.au/AEI/ESOS/NationalCodeExplanatoryGuide/PartD/Standard_9.htm 

DIAC는 모든 국제학생은 본인의 COE 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유학생 비자 소지자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National Code 2007 Standard 9.1 및 9.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aei.dest.gov.au/AEI/ESOS/NationalCodeExplanatoryGuide/PartD/Standa

rd_9.htm 
 

2. Change of Address/주소 변경 

Every time that you change address you must inform: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다음 기관에 필히 

알려야 합니다. 

 SCD Korean School—by contacting the Registrar. 시드니신학대학 한국신학부 – 학적처에 

연락할 것 

http://aei.dest.gov.au/AEI/ESOS/NationalCodeExplanatoryGuide/PartD/Standard_9.htm
http://aei.dest.gov.au/AEI/ESOS/NationalCodeExplanatoryGuide/PartD/Standard_9.htm
http://aei.dest.gov.au/AEI/ESOS/NationalCodeExplanatoryGuide/PartD/Standard_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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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provider귀하의 유학생 건강보험 제공자 

 Your bank/ telephone/ electricity/ gas company귀하의 은행/전화/전기/가스 회사 

 Your family and friends. 귀하의 가족과 친구들 
 

You can request a ‘mail redirection’ at the Post Offce for a small monthly charge so that you will 

receive all mail sent to your old and new addresses. 주소 변경 시 우체국에 매월 소액을 

지불하고 ‘mail redirection’을 신청하면 귀하의 옛 주소와 새 주소로 보내진 모든 메일을 

새 주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The college will send correspondence to your last notifed mailing address. Failure to advise 
the college of your new address is NOT considered a valid reason for not receiving 
important college mail. If you plan to move or return home during the holidays, change your 

address with the college before you leave. 학교는 귀하의 마지막으로 통지된 우편 주소로 

서신을 발송합니다. 귀하의 새 주소를 학교에 알려주지 않으면 중요한 학교 우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휴일 중에 이사나 귀국을 할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학교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3. Withdrawal from your degree/학위 취소 

Students wishing to cancel their enrolment or take leave of absence MUST see an overseas 
student advisor. There are immigration restrictions on leave of absence. Financial and 
academic penalties apply for cancelling or taking leave after the commencement of 
semester—please refer to the Refund Policy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peak with the 

overseas student advisor. 입학을 취소하거나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유학생 조언자를 

반드시 만나봐야 합니다. 휴학에 관한 이민국 제한이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후 

취소하거나 휴학에 대한 재정 및 학업 벌금이 있습니다 – 국제 학생에 대한 환불정책을 

참고하고 유학생 조언자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In brief: 요약하면 
 Cancellation between Weeks 1 and 4 = no penalty applies 
 Cancellation after Week 4 = No refund 

Penalties may be reduc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ee the Overseas Student Advisor for 
discuss your situation. 

 학기 시작 첫 주와 4주 사이에 취소 = 벌금 없음 

 4주 이후 취소 = 환불 없음 

벌금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유학생 조언자를 만나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의하기 바랍니다. 
 

3. Withdrawal from a subject/과목 취소 

The end of week 4 of semester is the last day to withdraw from subjects and receive a refund 

(not be liable for fees). 학기 시작 후 4주째 말이 과목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최종일입니다. (학비 지불의무가 없음) 
 
WARNING: Refunds for withdrawing from an individual subject are not given after week 4 in 
the semester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ee an overseas student advisor to discuss 

your situation. 경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학기의 4주 이후에는 개별 과목 취소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유학생 조언자를 만나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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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sa renewals/비자 갱신 

It is no longer possible to renew your student visa,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If you will not be able to complete your degree before your COE expires, you MUST see the 

overseas student advisor immediately.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귀하의 학생 비자는 더 이상 

갱신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CEO 기간 내에 학위를 마칠 수 없으면 즉시 유학생 

조언자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5.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유학생 건강 보험 

It is a condition of your student visa that you maintain health cover for the duration of your 

stay in Australia. 귀하가 호주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귀하의 학생 

비자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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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ODATION/숙소 
 

1. How to find accommodation/숙소 찾기 

 Search the web 인터넷 검색 
Helpful real estate sites include  www.realestate.com.au and www.domain.com.au 

      유익한 복덕방 웹주소 www.realestate.com.au and www.domain.com.au 

호주바다  www.hojubada.com 

 
 Classifed advertisements in local newspapers — 

Prices listed refer to weekly rates and are a good indicator of the standard of the 
accommodation. Call the number given and find out as much as you can before inspecting. 
Capital letters before or after the contact number usually are abbreviations for Real Estate 
(RE) agents. Some more popular agents are: Professionals, L. J. Hooker and Ray White — 

all have websites. 제시된 주당 세액을 보면 숙소의 표준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표지가 됩니다. 직접 점검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최대한 알아보세요. 보통 

전화번호 앞이나 뒤에 RE(Real Estate 복덕방) 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몇몇 유명한 

복덕방으로는 Professionals, L. J. Hooker and Ray White 등이 있고 모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There is also a section in the newspaper listing share accommodation and board and 
residence. However, advertisements in these columns are not always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students. 신문에도 합숙소, 하숙, 주택을 나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의 광고는 국제 학생들에게 꼭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al estate agents —for a complete listing, look in the Yellow Pages Telephone Directory 

or visit the website: www yellowpages.com.au 복덕방 목록은 노란색 전화번호부를 

보거나 웹사이트 www yellowpages.com.au 를 보세요. 

 
When contacting these agencies ask to speak to the person in charge of rentals and 
explain the type of accommodation you are looking for and the amount of money you 
can afford to pay for rent. Check regularly as listings change daily. If they have 
something that suits your needs you can make an appointment to see the place. 

복덕방에 연락할 때는 렌트 담당자를 찾아서 원하는 숙소 형태와 지불할 수 있는 

렌트가격을 설명해주세요. 목록이 매일 바뀌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귀하의 

필요에 맞는 숙소를 발견했으면 예약을 해서 그 집에 가 볼 수 있습니다. 
 

2. Choosing accommodation/숙소 선택하기 

Ask yourself the following questions: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How much can I afford per week for accommodation? 숙박을 위해 주당 얼마를 낼 수 

있는가? 

 Is transport available to the college? 학교까지 교통편이 있는가? 
 Is it close to the campus? 캠퍼스와 가까운가? 

Is it close to major shopping centres? 주요 쇼핑 센터와 가까운가? 

 Do I need meals provided? 식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가? 

http://www.realestate.com.au/
http://www.domain.com.au/
http://www.realestate.com.au/
http://www.domain.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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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it have to be fully furnished? 가구가 완비돼 있어야 하는가? 
 Do I need full security? 완전한 보안이 필요한가? 
 Does it have internet connection?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가? 

 
Once you understand what your needs are, you can decide on the type of accommodation 

that best suits you. 귀하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면 가장 적합한 숙소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Helpful tips – before you sign a lease/유용한 팁 -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Think very carefully before signing a 12 month lease - You may change your mind as to the 
type of accommodation you prefer! Contracts are legally binding. Shorter leases also give you 

flexibility to move if your circumstances change. 12 개월 리스 계약을 맺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 선호하는 숙소 유형에 대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짧을수록 상황이 바뀔 경우 유연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Read your lease carefully—make sure you understand your responsibilities as a tenant. 임대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Be very wary of informal/private arrangements. 비공식적/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 더욱 

주의하십시오. 

Do not pay your 6 or 12 months rental costs in advance! 6 개월 또는 12 개월의 임대 비용을 

미리 한꺼번에 지불하지 마십시오! 

Normal practice is to pay a bond of 4 weeks rent, and 2 weeks rent in advance. 통상적 인 

관행은 4 주간의 임대 보증금과 2 주간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Remember to take into account travelling time and access to public transport to get you to 

college.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대학에 가는 시간과 경로를 고려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 What accommodation is available? /어떤 숙소가 가능합니까? 

The options include: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Renting a house/ unit/ apartment or fat 집/ 유닛/ 아파트 또는 플랫 임대하기 
Shared house or unit 주택 또는 유닛 자취 

 Homestay/ full board 홈스테이/ 하숙 
 Hostels 호스텔 
Be prepared to be flexible and change your preferences according to the 
accommodation available at that time. Never feel pressured or obligated to move somewhere 

that you do not think is suitable to your needs. 융통성 있게 준비하고 그 당시 사용 가능한 

숙박 시설에 따라 선호도를 변경하십시오. 자신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5. Inspecting suitable vacancies/적합한지 빈 집 검사하기 

Use a checklist when inspecting possible accommodation. Don’t be afraid to ask questions and 
be direct. It is not normal practice to bargain on rental prices. It is in your interest to know what 
is involved in starting a tenancy and what your legal obligations are. Visit www.tenants.org.au 

for more information. 가능한 숙박 시설을 검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십시오. 

질문하고 안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렌트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http://www.tenants.org.au/


 

 

C:\Users\heesungm\Desktop\Overseas student-유학생 안내(English-Korean)_FINAL.docx 

Updated 31/1/2020                                                                                                                                    Page 30 of 63 

관행이 아닙니다. 임차를 시작하는 것과 귀하의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귀하에게 유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enants.org.au 를 방문하십시오 
 
Please note: It is important that you always inspect the accommodation thoroughly. Make a 
checklist of faults as you go through the place and take another person with you as a witness to 
these faults. 

참고 사항: 항상 숙소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검사할 때 결함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 결함에 대한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 가십시오. 
 

6.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Consider all conditions relating to the particular place you are interested in: any extra costs 
(e.g. electricity, transport), space available, furniture provided. If full board or homestay, find 
out what meals are included and whether clothes, linen and towels are washed and whether 
the room is cleaned. Don’t be afraid to ask any questions, even if you think they are too 
personal. When renting, a tenancy agreement (usually for a minimum of six months) will 
have to be signed. Think carefully before signing a lease for longer than 6 months. Your ideas 
about accommodation might change after you have lived somewhere for a while, and you are 

legally bound to your contract. 관심있는 특정 집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비용 (예 : 전기, 교통), 사용 가능한 공간, 가구 제공. 하숙이나 홈스테이를 할 경우 

어떠한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옷, 린넨과 수건을 세탁해 주는지, 방을 청소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대시 임차 계약서 (보통 최소 6 개월)를 서명해야 합니다. 6 개월 이상을 임대 

계약하는 경우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얼마 동안 살아보면 숙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데, 귀하는 법적으로 계약에 구속됩니다. 
 
A tenancy agreement is a legal document, which sets out rental conditions and the 
minimum period of time for which the property is rented. The type of tenancy agreement you 
enter determines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f your name is on the agreement, you are a 
co-tenant and will be jointly and individually responsible for the rent and the accommodation. 
If your name is not on the agreement, you may have entered a sub-tenancy agreement with 
one of the tenants. While you would not be responsible to the lessor/agent for losses caused 
under the agreement, you may still be liable to the head tenant for losses incurred through a 

breach of the sub-tenancy agreement. 임차 계약서는 임대 조건과 임대 부동산이 임대되는 

최소 기간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귀하가 맺은 임차 계약 유형에 따라 귀하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성함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귀하는 공동 거주자이며 임대료와 

숙소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귀하의 이름이 없는 

경우 세입자 중 한 명과 세입자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손실된 

임대인/대리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하위 테넌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여전히 헤드 테넌트에게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7. Renting a house/unit/apartment/flat/집 / 유닛 / 아파트 임대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of accommodation chosen by international students. A weekly 
rent is charged for a furnished/ unfurnished fat or house. Other costs include electricity, gas 

and telephone. 이것이 유학생들이 선택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숙소입니다. 주간 

임대료는 가구가 있거나/가구가 없는 플랫 또는 집에 청구됩니다. 기타 비용에는 전기, 

가스 및 전화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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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is generally paid 2 – 4 weeks in advance. A bond or security deposit of 4 weeks’ rent is 
payable when starting a tenancy. Should any damage be caused to the property, the property 
owner may legally use part or all of the bond money to repair or replace the damaged object. 
If no damage occurs, the full bond money is usually returned to the renter, less a deduction for 
cleaning, when he/she leaves the property. Average weekly rental for a house/unit/apartment 
or fat varie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furniture provided.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2-4주 치를 선불합니다. 임차를 시작할 때 4주 분의 보증금 또는 

임대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재산 소유자는 손상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대개 집을 떠날 때 청소 비용을 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주택, 유닛 / 아파트 또는 플랫의 주당 평균 임대료는 숙소, 시설 

및 가구의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Positives/긍정적인 면 

Quiet study environment 조용한 학습 환경 
Greater independence and personal freedom 보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자유 
Reduced costs if sharing 공유하는 경우 비용 절감 
Freedom to choose sharers 공유자를 선택할 자유 
 

Negatives/부정적인 면 

Bond/rental agreements보증급/임대 계약 
Provision of household utensils/furniture etc. 가정 용품/가구 등의 제공 
Highest establishment cost 가장 높은 계약 비용 
Increased chores—reduced study time잡일 증가 - 학습 시간 단축 
Expensive (if renting alone) 고비용 (혼자 빌릴 경우 
Diminished cultural/language interaction 문화/언어 상호 교류 감소 

 

8. Shared house/unit/apartment/flat/공동 주택/유닛/아파트/아파트 

A set weekly rent is charged for use of a bedroom together with the use of other living areas 
(e.g. lounge, dining, bathroom, kitchen) within the house/ unit/ apartment or f lat. It is 
important to check what furniture, if any, is provided with the room. Sometimes the rent 
includes the cost of electricity and/ or gas, otherwise, these bills are shared equally between all 

co-tenants. 침실과 집 / 유닛 / 아파트 내 다른 거실 (예 : 라운지, 식당, 욕실, 주방) 사용에 

주별 집세가 부과됩니다. 가구가 있는 경우 방과 함께 어떤 가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집세에 전기 및/또는 가스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구서는 모든 공동 거주자 간에 똑같이 분담됩니다. 

 
Food costs are additional and normally left up to the individual, however, you should have use 
of all kitchen facilities. Shared accommodation may be offered by either a single person or 
couples, who might be local residents or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Responsibilities include 

shopping, cooking and cleaning for yourself. 음식 비용은 추가로 지불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맡겨 지지만 모든 주방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숙소는 지역 주민 또는 

다른 유학생인 미혼이나 기혼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쇼핑, 요리 및 청소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Positives/긍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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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independence in lifestyle and food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에서의 더 독립적 

Expansion of social network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 
Reduced weekly costs and greater control over weekly expenses주간 비용 절감 및 주간 

비용 관리 강화 
Opportunity to increase cultural awareness and English language skills (if sharing with 

Australians) 문화적 인식 향상 및 영어 실력 향상 기회 (호주인과 공유하는 경우) 
Mutually supportive environment and perhaps cultural compatibility (if shar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상호 지원적 환경 및 문화적 호환성 (유학생과 공유하는 경우) 

 

Negatives/부정적인 면 

 Personal difficulties with fellow sharers 동료 공유자와의 개인적인 어려움 
 Provision of household utensils/appliances가정 용품 ·기구의 제공 

High establishment costs (e.g. security deposits) 높은 정착 비용 (예: 보증금) 
 Less ‘family’ support보다 적은 '가족'지원 
 Communication/cultural differences의사 소통/문화적 차이 
Less cultural/language interaction (if shar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문화적/언어적 교류 

기회 감소 (유학생과 공유하는 경우) 
 

9. Homestay/홈스테이 

A set weekly fee is charged to cover all expenses associated with food and shelter, including 
two meals per day, provision of facilities (e.g. towels, blankets, eating utensils), amenities (gas and 
electricity) and cleaning. Unless otherwise requested, students have their own room with study 
facilities (e.g. bookcase, desk, study light), together with the use of other living areas (e.g. 
lounge, bathroom and toilet) within the flat/ house. The homestay provider may be either a 

single person or a family. 1 일 2 식, 시설 (예: 수건, 담요, 식기), 편의 시설 (가스 및 전기) 

및 청소를 포함한 음식 및 쉼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정해진 주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학생은 연구 시설 (예: 책장, 책상, 학습 등)을 갖춘 

방과 함께 플랫/하우스 내의 다른 거실 공간 (예: 라운지, 욕실 및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홈스테이 제공자는 개인이나 가족일 수 있습니다. 

 

Positives/긍정적인 면 

 Secure ‘family’ environment안전한 '가족'환경 
 Daily needs catered for매일 필요한 음식 제공 
 Opportunity to increase cultural awareness and English language skills문화적 인식과 

영어 실력을 키우는 기회 
 Not restricted to a fixed period고정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음 
 No other establishment costs다른 정착 비용 없음 
 

Negatives/부정적인 면 

 Communication/ cultural differences의사 소통 / 문화적 차이 
 You may not like the type of food provided제공되는 음식의 종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udy distractions—noise 연구상 주의 산만 - 소음 

 Lack of privacy and freedom—rules사생활 및 자유 부족 – 규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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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tudent hostels / lodges/ 학생 호스텔 / 롯지 

A set weekly/ fortnightly/ semester fee is charged for either a single room or twin share (two 
people per room). Smaller hostels may have only 9 people in one house with larger hostels 
having more than 30 in one building. Some hostels cater for female or male students only, while 
others offer a mixed living environment. All places have a communal bathroom, kitchen, 
dining room, and living room shared by all residents. It is common for meals to be 
provided but there are some where you can do your own cooking.  

주당/2 주당/학기 당 비용이 1 인실 또는 2 인실 (2 인 1 실) 부과됩니다. 작은 호스텔은 

하나의 건물에 단지 9 명만 있을 수 있고 좀 큰 호스텔은 한 건물에 30 명 이상 있습니다. 

어떤 호스텔은 여성 또는 남성 학생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며 다른 호스텔은 혼성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숙소에는 공동 욕실, 주방, 식당 및 모든 거주자가 공유하는 

거실이 있습니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만 자신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Positives/긍정적인 면 

Opportunity to meet other young people 다른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Minimum tasks—increased study time잡일 부담 최소화 - 학습 시간 연장 
 

Negatives/부정적인 면 

 Overcrowding—high noise levels 과밀 - 높은 소음 수준 

 Limitations to freedom—rules 자유 제한 
Generally more expensive 일반적으로 더 비쌉니다. 
 

REMEMBER/기억해 둘 점 

Think about what you want and choose accommodation that will suit your needs. 귀하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귀하의 필요에 맞는 숙소를 선택하십시오. 

Check the property carefully, make sure you do a condition report! 건물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상태 보고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1. READ your lease and ASK questions임대 계약서를 읽고 질문하십시오. 

2. DON’T sign if you’re not happy 행복하지 않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3. Try a 6 month lease to start with 우선 6 개월 임대 계약으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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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D TAXATION/일과 세금문제 

 
 

Part Time Work/파트 타임(Part Time) 일 

Working can interfere with your studies. While you are on a Student Visa your studies are your 
priority. Make sure that if you find part-time work it does not distract you from your studies. 

일을 한다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학생 비자로 있는 동안 당신의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당신이 파트 타임 일을 할 경우 당신의 공부로부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Your student visa includes a permission to work, which allows you to work up to 20 hours a 
week during semester, and unlimited hours during vacation periods. 
Students are permitted to commence work only after their classes have started in week 1 of 

their first semester. 학생 비자는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가 내포되어 있다. 학생들은 첫 학기 한 주 수업이 

시작된 후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If you work more than your student visa allows it may be cancelled. 
For any visa related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Phone: 131 881. Website: www.immi.gov.au 

만약 당신의 학생비자가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비자와 관련된 질문들은 출입국관리국(DIAC)에 문의하세요.  

전화번호: 131 881. 웹사이트: www.immi.gov.au 
 

Dependants/부양가족 

Dependants of student visa holders can work 20 hours a week at all times with the exception of 
dependants of PhD and Masters students who can work unlimited hours. Dependants cannot 
start work until the primary visa holder has commenced their studies. 

학생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들은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부양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일주일에 20 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들은 첫 비자 

소지자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Even when work is available, the competing demands of work and study can lead to anxiety and 
study problems, especially around exam time. So, when looking for a part-time job: 
 Decide how many hours you want to work each week (maximum of 20). 
 Ensure it does not interfere with your study as this is your number one priority. 

일이 가능할 때에도, 일과 공부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는, 특히 시험 기간 때에는 불안과 

연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 타임 일을 찾는 경우: 

 매주 몇 시간(최대 20시간) 근무할지 결정한다. 

 이것이 최우선 사항이므로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You should not expect to be able to meet tuition or living expenses solely from part-time or 
casual work. If you breach your work right conditions, your student visa can be cancelled. 

파트 타임이나 임시직으로만 학비나 생활비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학생비자는 취소될 수 있다. 
 

http://www.immi.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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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finding work/일자리 찾기 제안 

Helpful hints when looking for work: 일을 찾을 때 유용한 힌트: 

Prepare a resume. 이력서를 준비한다. 

Apply for a Tax File Number세금 신고 번호 신청—www.ato.gov.au 
Set aside some regular time each week for job hunting, e.g. checking newspapers, looking up th

e Yellow Pages www.yellowpages.com.au for potential employers, following up leads and conta

cts구직을 위해 매주 일정 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신문조회, 고용주와 관련된 연락처

들을 위한 Yellow Pages www.yellowpages.com.au 조회 

Register with employment agencies 고용 대행업체에 등록 

Keep a record of your job search activities 구직을 위한 기록 보유 

 
Sometimes you may take a job that is not quite what you want but it may lead to something else 
as you are expanding your network of contacts. 
Warning: You should not have to pay any money to apply for work or for on the job training. 

때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일들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관계망을 

확장하고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고: 일을 위해 신청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Where to look: 찾아 볼 수 있는 곳: 

 newspapers—— Employment (Part-Time/Casual) section. 
 employment agencies—refer to Yellow Pages Telephone Directory—Employment  

Services 
 community notice boards 
 the internet, e.g. www.seek.com.au 
 networking—talk to graduating students, friends and families. Everyone is a potential 

lead to a job. 
 door knocking—contact employers that you would like to work for. Walk into shops, 

restaurants or offices and ask to speak to the manager. Send a letter expressing interest in 
working there or make a phone call. Have a letter or short resume to leave with the 
manager and make sure you choose a ‘quiet’ time to approach prospective employers. 

 신문들 - 고용(파트 타임/임시직) 부문 

 고용 대행 회사 – 옐로 페이지(Yellow Pages) 전화부 - 고용 서비스 참조 

 커뮤니티 게시판 

 인터넷 예: www.seek.com.au 

 네트워킹 - 졸업생, 친구 및 가족과 대화. 모든 사람이 일을 찾을 수 있는 잠재적인 단서

이다. 

 문 두드림—일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연락하라. 가게, 식당, 사무실로 들어가 매니저에

게 문의하라.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라. 

매니저에게 보낼 편지나 짧은 이력서를 가지고 미래의 고용주들에게 다가가 '진지한' 시

간을 가져보라. 

 

Have you thought of the following types of work?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일을 생각해 보셨나요? 

 hospitality (restaurants, bars, hotels) 환대(레스토랑, 술집, 호텔) 

 child care - vacation/ after school care보육 - 방학/ 방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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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paper or leaflet delivery신문 또는 전단지 배달 

 gardening or cleaning정원 가꾸기 또는 청소 

 factory or seasonal work공장 또는 계절 작업 

 tutoring과외 

 supermarkets슈퍼마켓 

 call centres/telemarketing콜 센터/ 텔레마케팅 

 

Do you have? 당신은 아래의 자격들을 가지고 있나요? 

 a driver’s license and your own car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fluency in other languages다른 언어의 유창함 

 a first aid certificate응급처치증명서 

 computing skills컴퓨팅 기술 

If yes, mention it in your resume! 만약 그렇다면, 이력서에 이것들을 언급하라! 
 
 

Your employment rights/당신의 고용권 

From 01 January 2010, all employers and employees in New South Wales with the exception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will be covered under a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dministe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Under this nationally administered system, employees’ 
rights will be set out in federal awards. These awards specify the conditions that apply, e.g. 

minimum pay. 2010 년 1 월 1 일부터, 주 및 지방 정부를 제외한 뉴사우스웨일스(NSW)의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들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산업관계제도에 의해 적용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이 제도 하에서, 피고용인의 권리는 연방 보상법에 명시될 것이다. 

이 보상법들은 적용되는 조건(예: 최저 임금)을 명시한다. 
 
Your rights under an award include: 
 Wage rate: employers covered by an award must pay award wages for that industry. 
 Health and safety: employers must ensure that your work environment poses no physical 

danger. If you are injured at work you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Equality: no employer is allowed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gender, race or religion. 

당신의 보상권은 다음이 포함된다: 

 임금률: 보상 대상 고용주들은 해당 업종에 대해 정해진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강 및 안전: 고용주들은 작업 환경이 물리적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다면, 당신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평등: 고용주들은 성별, 인종, 종교에 근거하여 차별을 할 수 없다. 

 
The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has introduced a requirement for all employers 
covered by the national workplace relations system to issue new employees a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before, or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mployee starts employment. 
The Australian Government’s national workplace relations tribunal, Fair Work Australia,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website: www.fairwork.gov.au, Fair Work Infoline 13 13 94. 

호주연방정부는 국가고용관계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고용주들에게 고용이 

시작되기전 혹은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공정근로정보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호주 

정부의 국가직장관계 재판소인 공정거래소는 공정근로정보 설명서와 국가고용표준(NES) 

http://www.fairwork.gov.au/


 

 

C:\Users\heesungm\Desktop\Overseas student-유학생 안내(English-Korean)_FINAL.docx 

Updated 31/1/2020                                                                                                                                    Page 37 of 63 

웹사이트 www.fairwork.gov.au, 페어워크 정보라인 13 13 94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Liability for damages/손해 배상의 책임 

If you accidentally cause property damage while working, your employer must pay the cost – 
not you. However, if the damage is deliberate, you will need to pay the cost. 

만약 당신이 일하는 동안 실수로 재산 피해를 입힌다면,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이 아니라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 피해가 고의적이면, 당신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Starting work/일의 시작 

When you start work for a new employer you will be required to complete a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You will need to provide your Tax File Number (see ‘Tax File Numbers’). 
This form will be sent by your employer to the Australian Taxation Offce (ATO) which will 
determine how much tax you will have to pay. When completing the form you will be asked if 
you wish to claim the tax-free threshold for this job – always tick ‘YES’, unless it is your 
second job. If your course of study is six months or longer you should also answer ‘YES’ to 
being a Resident of Australia for income tax purposes. You may also have to provide your bank 
account details (name and address of bank, branch number and account number) so your pay 
can go directly into your account. 

당신이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은 세금 파일 번호 선언 양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세금 파일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텍스 파일 번호’ 참조). 이 양식은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이 얼마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호주 세무서 

(ATO)로 보낼 것이다. 양식을 작성하면 이 일에 대해 면세 임계값을 청구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두 번째 작업이 아닌 한 항상 'YES'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공부 코스가 6 개월 이상이라면, 당신은 소득세 목적의 호주 거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YES'라고 대답해야 한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급여가 당신의 계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행 계좌 세부사항(은행 이름과 주소, 지점 번호, 계좌 번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Taxation/세금납부 

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 세무소 

Phone: 132 861 전화: 132 861 

Website: www.ato.gov.au 웹사이트: www.ato.gov.au 
 
 

Tax file number (TFN)/납세자 세금신고파일 번호(TFN) 

 
 
You need a tax file number (TFN) to give to: 
 your bank, otherwise your bank account will automatically be deducted a large amount if 

your account earns interest 
 your employer. 

다음 항목에 부여할 세금 파일 번호(TFN)가 필요함: 

 당신의 은행,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계좌에서 이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많은 금액

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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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고용주. 

 

On line application/온라인 신청 

You can apply for a tax file number a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website: 

www.ato.gov.au 세금 파일 번호는 호주세무서(ATO) 웹사이트 www.ato.gov.au 에서 

신청할 수 있다. 

After accessing the website, select: 웹 사이트에 액세스한 후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Individuals’  ‘개인’ 

 ‘Get a tax fle number or update your details’‘세무 파일 번호 구하거나 당신의 세부

사항 업데이트’ 

 ‘Students’ ‘학생들’ 

 Scroll down—‘Are you in Australia on a visa with work rights?’ 스크롤 다운 – ‘직업

비자로 호주에 있습니까?’ 

 ‘Apply for your tax fle number online’‘온라인 세무 파일 번호 신청’ 

 ‘Permanent migrants or temporary visitors—Apply online’‘영구 이민자 혹은 임시 방

문자—온라인 신청’ 

 Read through the page and click on ‘next’페이지를 읽고 ‘다음’ 클릭 

 Enter your details and follow the steps세부정보를 입력하고 단계를 따르십시오. 

You will need to possess a valid passport and student visa to use the system, so DIAC can 

provide an identity match.당신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유효한 여권과 학생 비자가 

필요 할 것이다. 그래서 DIAC는 신분 매치를 할 수 있다. 
 

Paid employment/유급고용 

If you have a student visa and are in Australia for more than 6 months, you are considered an 
Australian resident for taxation purposes. Some employers do not know this and may tax you 

as a non-resident. 당신은 학생비자가 있고 호주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과세 목적으로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며 당신을 비거주자로 

과세할 수도 있다.  
 
Australia uses the Pay-As-You-Go (PAYG) system of tax. This means your employer deducts 
tax from your wages as you earn, so that you will not have a large tax bill at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See below ‘Exemption from Paying Tax’ for exceptions. It is an estimation of 

your tax liability, not a final assessment. The financial year is from July 1 - June 30. 호주는 

PAYG(Pay-As-You-Go) 세금 제도를 사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버는 대로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당신이 재정 연도 말에 큰 세금 고지서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는 아래의 '납세 면제'를 참조한다. 그것은 최종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세금 책임에 대한 추정이다.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How tax is calculated/세금 계산 방법 

You have to pay tax on the taxable income earned in one financial year. Taxable income 
is the total gross income minus allowable deductions. Deductions are expenses you incurred 
to earn that income. Tax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available from the ATO) to 
taxable income. Any rebates or tax offsets are deducted from this amount, giving you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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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you have to pay. At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you are required to lodge a tax return. If 
you have paid more than this amount, you will receive a refund. If you have not paid enough 
you will receive a bill for your tax debt. 

당신은 1 년 동안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허용되는 공제액을 뺀 것이다. 공제란 당신이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이다. 세금은 

과세소득에 세율(ATO 에서 사용 가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모든 리베이트나 세금 

상계액은 이 금액에서 공제되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총 세금이 주어진다. 회계연도가 

끝날 때 당신은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했다면, 당신은 환불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세금 빚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Exemption from paying tax/납부세 면제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t may be possible for the ATO to grant a tax exemption so no 
tax is taken from your salary. Some possible reasons are: 
 Annual projected earnings of below $6000, with loss of any earnings causing hardship 
 Earnings will be below $6000 and you will be completing studies and leaving the country 

before being able to claim your income tax refund 
 Tax free scholarship  
Contact the ATO for more information. 

어떤 상황에서는, ATO 가 당신의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세금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간 예상 수익 $6000 미만, 수익 손실로 어려움을 겪음. 

 소득은 $6000 미만이며, 소득세 환급 청구 전에 유학을 마치고 출국할 경우. 

 면세 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ATO 에 문의하세요. 
 

Income tax return/소득세 신고 

The ATO has advised that an international student (and his/ her spouse) whose course of study 
is six months or longer wi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Australia for income tax purposes. This 
means you can earn $6,000 before paying any income tax. If you have paid tax while working in 
Australia, but have earned less than $6,000 you should be entitled to a full refund of tax paid. If 

you have earned more than $6,000 the ATO will retain some tax. ATO 는 6 개월 이상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그리고 그의/그녀의 배우자)에게 소득세 목적의 호주 거주자로 

취급될 것을 권고했다. 이것은 소득세를 내기 전에 $6000 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호주에서 일하는 동안 세금을 냈지만 $6000 미만을 벌었다면, 당신은 지불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당신이 $6000 이상을 벌었다면, ATO 는 약간의 

세금을 요구할 것이다. 
 
At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your employer will give you a group certificate. This is an 
official document showing your earnings and any tax paid. It must be included with your tax 

return. 회계연도가 끝날 때,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에게 그룹 증명서를 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소득과 납부된 세금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세금 환급에 

포함되어야 한다.  
 
To claim a refund of tax paid and finalise tax matter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and submit a 
Tax Return before 31 October for income earned in the previous financial year.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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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packs called TAX PACKS can be collected free from newsagents in June or you can 
visit the ATO website and complete your tax return on-line. The Tax Pack contains forms and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Tax Return forms. 납세의 환불을 청구하고 세금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10 월 31 일 이전에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TAX PACKS 라고 불리는 세금 환불 신고서 팩은 6 월에 

뉴스에이전트로부터 무료로 수집할 수 있고 또는 당신은 AT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세금 팩에는 세금 환급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양식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For income tax purposes only,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spouses are considered 
RESIDENTS, so be sure to mark YES for Resident on the income tax form. It usually takes 
about 8 weeks to receive your refund after submitting your tax return. For professional tax 

advice consult a reputable accountant. 소득세 목적상 대학생과 그들의 배우자는 

RESIDENTS 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소득세 양식에 거주자의 YES 를 표시해야 한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환불을 받으려면 대략 8 주 정도가 걸린다. 전문적인 세금 조언은 

평판이 좋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The ATO may carry out random checks on tax records for a period of up to 5 years. It is very 
important you keep all receipts and records used in preparation of your income tax return. Do 
not be surprised if you are chosen for an income tax audit. 

ATO 는 최장 5 년 동안 세무 기록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사용한 영수증과 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소득세 감사에 

선택되어도 놀라지 마라. 
 

Leaving before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떠날 경우? 

If you leave Australia before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30 June), you can apply for an early 
tax refund. Contact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Personal Tax Infoline: 132 861 for 

information. 회계연도 말(6 월 30 일) 이전에 호주를 떠나면, 조기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과 개인 세금 정보라인: 132 

861 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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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ATTERS/자금 문제들 

 
 

Banking/은행 

The main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ustralia offering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are banks, credit unions and building societies. They are licensed/registered and regulated 
under Federal or State Government legislation. 
Business hours (excluding public holidays) for most banks are Monday to Thursday 9:30am – 
4:00pm and Friday 9:30am – 5:00pm. 

호주에서 은행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금융 기관은 은행, 신용조합, 건축 

조합들이다. 그들은 연방 또는 주 정부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 및 규제된다. 

대부분의 은행의 영업시간(공휴일 제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 시 30 분 – 오후 4 시 

그리고 금요일 오전 9 시 30 분 – 오후 5 시이다. 
 
For information on the most convenient banking facility,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four 
major banks in Australia, visit their websites: 

 ANZ – www.anz.com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CBA) – www.commbank.com.au 

 National Australia Bank (NAB) – www.nab.com.au 

 Westpac – www.westpac.com.au 

 

호주의 4 대 은행이 제공하는 가장 편리한 은행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ANZ – www.anz.com  

 호주 연방 은행(CBA) – www.commbank.com.au  

 National Australia Bank (NAB) – www.nab.com.au  

 Westpac – www.westpac.com.au  

 

Opening an account/계좌 열기 

You will need to take your passport and proof of your address in Australia, e.g. rental 

agreement, electricity account, driver’s license, 18+ card. 여권과 호주 주소 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전기 계좌, 운전면허증, 18+카드. 
 
Things to consider when choosing an account: 
 Type of account: e.g. Transaction accounts allow you to deposit, withdraw cash and transfer 

money from an ATM, or use EFTPOS (see below) 
 Transaction fees and charges (especially for automatic teller machine (ATM) withdrawals) 
 Penalties if your balance falls below a certain amount 

계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계좌유형: 예, 입금, 현금 인출, 현금자동인출금기(ATM)을 통한 현금 이체, 혹은 

EFTPOS(아래 참조) 이용 가능한 거래계좌  

 거래 수수료와 수수료(특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의 경우) 

 잔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벌칙료 

Internet and phone banking/인터넷 및 전화 뱅킹 

http://www.anz.com/
http://www.commbank.com.au/
http://www.nab.com.au/
http://www.westpac.com.au/
http://www.anz.com/
http://www.commbank.com.au/
http://www.nab.com.au/
http://www.westpac.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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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banks and credit unions have facilities for you to do your banking through the telephone or 
internet. Using a touch phone you can get your account balance, transfer money, and pay bills. 
When you see the BPAY logo on a bill, you can use the phone banking system of your bank to 
pay that bill. You can pay any number of bills at one tim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eep a 
record of your receipt numbers after making payments. You will need to register with your bank 
before using its phone or internet banking facilities. Enquire at the bank or visit their website. 

모든 은행과 신용조합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터치폰을 사용하면서 계좌 잔액, 송금, 청구서 납부 들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청구서에 BPAY 로고를 볼 때, 그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당신의 은행의 전화 뱅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한번에 수량의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 결제 후 영수증 번호들을 기록하세요. 당신은 전화나 인터넷 뱅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당신의 은행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 은행에 문의하거나 그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라.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EFTPOS(판매시점에서의 전자적 

자금이전) 

EFTPOS lets you pay for goods or services directly from your bank account or credit card. 
You can usually withdraw cash at the same time. There can be restrictions on the daily 
withdrawal amount, so check with the bank. 

EFTPOS 는 당신이 당신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준다. 보통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일일 인출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 봐야한다. 
 

Interest on accounts/이자수입 

Interest earned on accounts is regarded as income and may be taxed. You will be asked to give 
your Tax File Number (TFN) to the bank when opening an account. 

은행계좌에는 이자에 따르는 세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은행에 계좌를 오픈할 때 

당신의 택스파일넘버를 제시하도록 요청받을수도 있습니다. 

 

Transferring money from overseas/해외 송금 

Money can be transferred by one of two options: 돈은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에 의해 

송금될 수 있다: 

A telegraphic transfer (TT): 전신환(TT): 

 This is the preferred option. 이것이 선호되는 옵션이다. 

 Always have it transferred in Australian dollars. 항상 호주 달러로 송금한다. 

 It takes up to a week to clear. 정리까지 최대 1주일까지 소요 

 It incurs a bank charge. 은행수수료가 부과된다. 

 

A bankdraft: 은행 공예금(Bankdraft) 

 Money for your living expenses should be made to your name 
 It is cleared faster if it is in Australian dollars and drawn on an Australian branch of a 

recognised international bank. 
 It takes up to 6 weeks to clear if it is in a foreign currency. 

 It incurs a bank charge for clearing the funds. 생활비 부담은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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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공인된 국제 은행의 호주 지사에 발행되면 더 빨리 정리된

다. 

 외화벌이 여부 정리까지 최대 6주까지 소요된다. 

 자금 정리를 위한 은행 비용이 발생된다. 

 

Foreign currency restrictions/외화제한 

There may be currency export restrictions in certain countries. If so, you will need to obtain a 
letter from the Overseas Student Officer to prove your status as a student at the SCD Korean 
School. This will give itemised amounts for your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requested. 
Before requesting the letter, clarify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bank in your home country. 

특정 국가에서는 통화 수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SCD 

한국학교신학부(KST)의 학생으로서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유학생 담당 직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등록금과 요구된 생활비에 대한 항목별 

금액들을 줄 것이다. 편지를 요청하기 전에, 당신의 고국에 있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명확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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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YOUR FAMILY/당신의 가족을 대려오는 일 

 
There are many issues to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to bring your family to Australia 
or not. While this information will give you a better idea of what to expect and the 
procedures involved, it is only a general guide. On average, the whole process can take 2-4 

months. 호주에 당신의 가족을 데리고 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이 이정보는 과정을 포함해서 무엇을 기대할지 더 

좋은 생각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안내이다. 보통 전체 진행 과정은 

2-4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1. ISSUES TO CONSIDER/고려해야 할 이슈들 

Financial/재정 

Most students find that living with their family in Australia can be very expensive. Expect to 
use your savings unless you are fortunate enough to have your employer continue to pay your 
salary throughout your studies. Expenses to consider include: airfares, school fees and 
educational costs, child care fees, higher rent, transport, medical insurance, clothing and 

necessities.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주에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생활비가 

매우 비싸다는 것을 발견한다. 만약 당신의 공부를 위해 당신의 고용주가 계속해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여의치 않는다면 당신이 저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라. 고려해야 할 경비들: 항공비, 수업료, 그리고 교육비, 자녀 양육비, 높은 렌트비, 

교통비, 의료보험, 의복,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  

 

Work /일 

It would be unrealistic to expect your spouse to earn enough money to cover the living 

expenses for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당신의 배우자에게 

돈을 충분히 벌도록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될 지 모른다. 

 

Social/사회적인 고려 

Your spouse and children will have to adjust to life in Australia, just as you have. Some of the 

difficulties they may face are: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호주에서의 

삶을 적응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들을 그들은 직면할지 모른다:  

 adjusting to different roles, eg. leaving a job to be with you or having a new role of 

caring for the children 다른 역할들을 적응하는 일, 예를들면, 당신과 함께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일 또는 자녀들을 돌보는 새로운 역할을 갖는 일 

 missing the usual support from relatives and friends and feeling isolated and lonely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일상의 지원 받는 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 

 not being confident with their English영어에 자신감이 없어 지는 것 

 children finding it hard to adjust to a new school and making new friends 
While studying full-time,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help or spend as much time with 

them.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동안 당신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돕지 못할 수도 있다. 자녀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과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지 모른다. 
 
Couples may encounter problems in their relationship because of the new stresses plac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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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In some cases these stresses may seem overwhelming and lead to conflicts. If this 
situation arises for you at home, it is important to find help immediately. It is an offence under 
Australian law for a spouse to abuse their family physically and/or emotionally. There are strict 
legal penalties associated with this. One useful contact is: 
Relationships Australia Ph: 1 300 364 277, www.relationaships.com.au 
There is a charge for consultation. 

부부들은 그것들에 관하여 새로운 스트레스들을 직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문제들을 만날지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을 

육체적으로 그리고/또는 정서적으로 배우자를 혹사시키는 것으로 호주법에 의하면 

위법이다. 거기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엄격한 법적인 페널티가 있다. 유용한 연락처: 호주의 

관계 서비스 전화:1 300 364 277,  

www.relationaships.com.au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Parenting styles in Australia may be very different from the accepted way in other countries. 
It is illegal to leave young children at home without adult supervision. The government can 

step in if children are found to be unattended or in need of care and protection. 호주에서의 

자녀 양육 스타일은 다른 나라에서 수용된 방식과 매우 다를지 모른다. 어른의 돌봄이나 

책임 없이 집에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는 것은 불법이다. 어른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발견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2. BRINGING YOUR FAMILY TO AUSTRALIA/당신의 가족을 호주로 데려오는 일 

While we encourage all students to come alone at first, we understand that this may not always 
be possible. Some students find that having their family here was very comforting but they also 
said they had to prepare themselves for this in many ways. During the few months waiting 
time, you can settle into your study, find suitable accommodation and secure places for your 

children in Child Care or Schools. 우리는 먼저 혼자 오는 모든 학생들을 권장 하지만 

이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학생들은 호주에 이미 그들의 가족이 

있어서 편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이것을 위해 

그들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몇 개월 동안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공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수 있고 차일드 케어 또는 학교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적합한 숙박과 안전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Family entry/ 가족 입국 

Refer to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website for information on 

visa types (www.immi.gov.au) 비자 유형에 관한 정보를 위한 이민과 시민권 담당국에 

의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immi.gov.au) 
Applications for family entry to Australia can be made under two categories: 

호주로 입국할 가족 신청은 두 가지 범주 아래서 만들어 진다.  

1.  Tourist visa /관광 비자 

A Tourist visa is appropriate for family members who wish to stay for 6 months or less. 
Applications for a Tourist visa are made directly to the Australian High Commission/ 
Embassy in your country. Requirements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but generally you will 

http://www.relationaships.com.au/
http://www.relationaships.com.au/
http://www.immi.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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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quired to show: 관광 비자는 6개월 또는 그보다 더 짧게 머물기를 희망하는 가족들을 

위해 적당한 비자이다. 관광비자 신청은 당신의 국가에서 대사관이나 호주 최고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bank statements with enough funds to support your family's visit while in 

Australia호주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가족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과 

함께 은행 잔고 준비 

 proposed itinerary or return airfare tickets제안된 여행계획 또는 왕복 항공 티켓 
Family members who enter Australia on a Tourist visa: are NOT covered by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are NOT entitled to work or attend government schools and are NOT 
allowed to study for more than 3 months. They usually CANNOT change to a Dependant Visa. 

관광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는 가족들은: 유학생 의료보험 커버가 되지 않으며, 일 할 자격이 

없으며, 또는 공립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그리고 3개월 이상 공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그들은 일반적으로 동반비자로 바꿀 수 없다. 
 

2.  Dependent visa /동반비자 

Spouse and children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considered 'dependents' of the person holding 
the Student Visa. You can apply for eligible family members to come to Australia by 
including them in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You must declare all family members in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even if they are not travelling with you to Australia. Your family may 
come with you or you can apply for family members to join you after you have started your 

study in Australia. 유학생의 부부와 자녀들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동반으로 

고려된다. 당신의 학생 비자 신청에 있어서 호주로 들어오는 가족들을 포함한 그들의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비록 당신의 가족들이 호주에서 당신과 함께 여행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모든 가족들을 학생비자 신청시 알려야 한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과 함께 올지 

모른다. 또는 호주에서 당신의 공부가 시작된 후 당신에게 조인하도록 가족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DIAC website: 정보는 DIAC(이민성)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www.immi.gov.au/students/students/bringing_family/how-to-apply.htm 
A dependant visa is issued to family members who will stay for more than 6 months. 
Children 18 years or older are not considered dependants and cannot be included in this 

category. 동반비자는 6개월 이상 머물려고 하는 가족들을 위해 발행된다. 18세 또는 그 

이상의 자녀들은 동반자들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 비자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없다. 
It is important that your family does NOT leave home until all the ent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and a visa has been issued. 모든 입국 요구들을 갖추고 비자가 발행될 때까지 

당신의 가족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YOUR FAMILY IN AUSTRALIA /호주에서 당신의 가족 

Schooling /학교 교육 

All children of school age from 5-15 years old are required to attend school. Preschool and 
senior high school (years 11 and 12) are NOT compulsory. You can choose between public 
schools (state schools), which are funded by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or private 
schools which, in some cases, may be more expensive. All classes in State schools are co-
educational, while many of the private schools are single gender. Some schools provide strong 
support to children from a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http://www.immi.gov.au/students/students/bringing_family/how-to-appl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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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eciding on a school,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Principal to discuss enrolling your 
children, the availability of subjects, facilities, English language support, fees, school levies and 

other costs. 5-15세까지의 학령기의 모든 자녀들은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아원과 고등학교(11학년과 12학년)는 의무가 아니다. 당신은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립학교들(주 정부학교들) 또는 어떤 경우에 좀 더 비싼 사립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주 정부에 있는 모든 학급들은 남녀 공학이고 반면에 많은 사립학교들은 

남녀공학이 아니다. 몇 학교들은 비영어권 배경을 가진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를 결정할 때 당신 자녀들의 등록, 과목의 선택, 학교시설, 영어 지원, 

수업료, 학교 소집, 그리고 다른 비용들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약속을 하라.  

 For contact details for State pre-schools and schools see: 주 정부 프리스쿨들과 

학교들을 위한 연락 디테일: 

 Yellow Pages Telephone directory - Schools - State엘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 학교들- 주 

 Yellow Pages website: www.yellowpages.com.au 엘로우 페이지 

웹사이트: www.yellowpages.com.au 

 For contact details for private schools see: 사립학교들을 위한 연락 디테일: 

 Yellow Pages website: www.yellowpages.com.au. 엘로우 페이지 

웹사이트: www.yellowpages.com.auSearch for 'non-state schools' and 

then select 'Schools - General'. ‘주 정부 학교 아닌 것’을 서치 그리고 

‘학교들- 일반’을 선택 
 

Fees /학비 

All students have to pay full-fees for their children's schooling. 모든 학생들은 학교 교육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School fees for children on a dependant student visa will vary depending on the school (State 
or private) and the age of your child. Annual State school fees are available on the NSW 
Department of Education website:  
http://www.detinternational.nsw.edu.au/schools/study_options/temporary_resident
s/temporary_residents.htm 

동반 학생비자에 대한 자녀들을 위한 학피는 학교(공립 또는 사립)와 당신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간 주 학교 교육비에 대한 것은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http://www.detinternational.nsw.edu.au/schools/study_options/temporary_resident
s/temporary_residents.htm 
 
Fees charged by some private schools, especially primary schools, may be comparable to, or 

even cheaper, than State school fees. 학비는 몇몇 사립학교들에 의해, 특히 초등학교들은, 

다른 학교와 비교될지 모르는데, 주정부 학교들 보다 더 저렴 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school fees, there may be a school levy or contribution covering the cost of 

books, stationery, school excursion fees etc. School uniforms are additional costs. 추가로,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에는 수업료, 교과서 비용, 문구류, 학교 소풍경비 등이 있다.  
 

Child minding alternatives for young children/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아이 돌봄에 대한 대안들 

http://www.yellowpages.com.au/
http://www.yellowpages.com.au/
http://www.yellowpages.com.au/
http://www.yellowpages.com.au/
http://www.detinternational.nsw.edu.au/schools/study_options/temporary_residents/temporary_residents.htm
http://www.detinternational.nsw.edu.au/schools/study_options/temporary_residents/temporary_residents.htm
http://www.detinternational.nsw.edu.au/schools/study_options/temporary_residents/temporary_residents.htm
http://www.detinternational.nsw.edu.au/schools/study_options/temporary_residents/temporary_resid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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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Care Centres and Preschools/ 탁아원와 유아원 

Private child care facilities provide half day, full day or by the week sessions for pre-
school age children. Payment is required for child care and is made directly by parents 
to the facilities. All facilities are licensed and monitored to ensure the highest standard of 
child care. It you anticipate needing preschool services you should enquire about 
vacancies and register your child at preschool immediately. Do not wait until your child 

reaches the appropriate age, or even until your child comes into the country. 사립 아동 

돌봄 시설들은 유아원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주중에 오전 그리고 하루 온종일 

프로그램 세션들이 제공된다. 아이 돌봄을 위한 지불은 부모들이 직접 아이 돌봄 

센터에 지불하는 것을 요구한다. 모든 아이 돌봄 시설 기관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아이 돌봄의 최고의 기준을 보장하도록 감사를 받는다. 만약 

당신이 프리스쿨 서비스의 필요함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즉시 프리스쿨에서 당신의 

아이를 위해 빈자리와 등록에 대하여 문의해야 한다. 당신의 아이가 적당한 나이에 

이를 때 까지나 또는 당신의 자녀가 호주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For a list of kindergartens and private pre-schools: 유치원과 사립 유아원의 목록 

 Yellow Pages Telephone Directory - Kindergartens and/or 

Preschools엘로후 페이지 전화 번호부- 유치원 그리고/ 또는 

유아원 

 Yellow Pages website: www.yellowpages.com.au 엘로페이지 

웹사이트: www.yellowpages.com.au 

 
Community and Private Child Care Centres charge a fee which depends on the type of 
care provided and the duration. 
You can perform an online search for child care centres on the 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Inc. website: www.ncac.gov.au 

커뮤니티와 사립 아이 돌봄 센터는 제공되는 돌봄의 형태와 그 기간에 따라 비용이 

부과된다. 당신은 국가 차일드 케어 인정 회의에 관해서 차일드 케어 센터를 위한 온라인 

탐색을 실행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ncac.gov.au 

 

Out of school care /학교 방과후 돌봄 

For children of school age, most schools provide Out of School Care programs: 학령기의 

아이들을 위하여, 대부분 학교들은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efore School Care: 7-9 am 학교 방과 전 케어: 오전7-9 

  After School Care:  3 -6pm 학교 방과 후 케어: 오후3-6시 
Fees depend on the type of care (regular or casual) and the hours attended. 
There are often long waiting lists for vacancies. Please contact the school which your child will 

attend. 비용은 돌봄의 형태(정규적 또는 캐주얼)와 참여한 시간들에 따라 다르다. 

빈자리를 위해 종종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Children born in Australia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들 

You should contact your health insurance provider as soon as possible, to tell them that you 
are expecting a baby, the estimated date of delivery, and the name of the hospital at which 
delivery will take place. Be sure to take birth registration documents (birth certificate, birth 
registration form) with you and your spouse's passports to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to add your child to your travel documents. Failure to do so will create 

http://www.yellowpages.com.au/
http://www.yellowpages.com.au/
http://www.ncac.gov.au/
http://www.ncac.gov.au/


 

 

C:\Users\heesungm\Desktop\Overseas student-유학생 안내(English-Korean)_FINAL.docx 

Updated 31/1/2020                                                                                                                                    Page 49 of 63 

complications should your family plan to leave and return to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your studies. 당신은 가능하면 빨리 건강 보험 회사에게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정된 분만 날짜와 분만하게 될 병원 이름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연락해야 

한다. 당신의 여행 기록에 당신의 아이를 추가하기 위하여 당신과 배우자의 여권과 함께 

시민권과 이민을 취급하는 기관(이민성)으로 가서 출생신고서(출생신고서, 출생등록 

양식)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라. 
 

Community child health services/커뮤니티 아이 건강 서비스 

Child and Youth Related Services are located in many suburbs to provide: 아이와 젊은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professional advice to new mothers on all matters of infant health, care and 

development어린 아이의 건강, 돌봄, 그리고 발달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새로운 

어머니들에게 조언 

 free immunisation of infants 어린 아이를 위한 무료 면역 주사 
Refer to the White Pages Telephone Directory - NSW Department of Health for the nearest 
centre. It is always necessary to ring first to make an appointment, as not all centres are open 

every day. 화이트 페이지 전화 번호부에 의뢰하라- 가장 가까운 센터를 위한 뉴사우스 

웨일즈 건강 복지부. 모든 센터들이 매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Babies and children in cars /차 안에서의 갓난 아이들과 아이들 

New South Wales laws require babies to be secured in specially designed baby capsules when 

travelling in cars. Units cost up to $300. 뉴 사우스 웨일즈 법은 차를 통해 이동할 때 

아이들을 안전하도록 하기위해 특별히 고안된 갓난아이 캡슐들을 요구한다. 유닛 비용은 

300불까지 있다.  
Young childre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in case of acci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by 
New South Wales law that all children up to the age of 7 years of age travel in an appropriate 
and approved travel restraint. All children must be restrained by a seat belt and ride only 
in the back seat of vehicl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child travel restraints refer to 
the NSW Government website:  
http://www.rta.nsw.gov.au/roadsafety/children/childrestraints/index.html 

어린 아이들은 특히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처를 입기 쉽다. 그러므로 7살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의 적당하고 승인된 여행 제한에 관한 뉴 사우스 웨일즈 법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 모든 아이들은 자동차의 뒷 자석에 타야 하며 좌석 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한다. 아이의 여행 제지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웹사이트에 의뢰하라:  
http://www.rta.nsw.gov.au/roadsafety/children/childrestraints/index.html 
 

Purchasing used baby items /중고 육아 항목들 구입하기 

In order to save on costs associated with the purchase of commonly used baby items, you 
wish to consider buying some items in second-hand condition. Clothing, prams and strollers, 
high-chairs, etc. can be found at markets, garage sales, online auction sites, and in newspaper 
classified advertisements. Ensure you ask the seller as many questions as possible about 
the age and condition of the item. Australia has strict safety regulations for items for babies 
and children.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Product Safety Australia' website: www.productsafety.gov.au 

http://www.rta.nsw.gov.au/roadsafety/children/childrestraints/index.html
http://www.rta.nsw.gov.au/roadsafety/children/childrestraints/index.html
http://www.productsafet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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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고 육아 항목들의 구입과 함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떤 

항목들을 사는 것에 있어서 중고의 상태나 조건에 심사 숙하게 고려하는 것을 바란다. 

의류, 유모차 그리고 걸상식으로 된 유모차, 높은 의자 등은 시장, 가라지 세일, 온라인 

구매 사이트, 그리고 분류된 신문 광고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신은 그 품목들의 

상태나 사용 기간에 대해 가능하면 많은 질문들을 파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확실히 

해라. 호주는 육아들과 아이들을 위한 품목들을 위해 엄격한 안전 규칙을 가지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호주 경쟁과 소비자 위원회 ‘호주 생산 안전’ 웹사이트에 

의뢰하라: www.productsafety.gov.au 
 

Leaving young children at home/집에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는 일 

It is against the law to leave children under 12 years at home without supervision. 
However, school holidays are a time when many school children, at some time or other, 
could find themselves home alone. Here are a few tips to make staying at home safer: 

어른들의 돌봄 없이 집에 12살 이하의 아아들을 남겨두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방학때는 많은 학교 아이들, 어떤 시간이나 또 다른 시간에 그들 스스로 

홀로 집에 있음을 발견한다.  집에서 좀 더 안전하게 머물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다. 

 It is important that when children are alone they have contact numbers for 
emergencies. We call it the five finger rule. A child should be able to name on five of 

their fingers people they can call if they find themselves in trouble.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 그들이 긴급 상황을 위해 연락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Be sure that Telephone numbers of these people are on hand so the child can easily 

call it the need should arise. 이 사람들의 전화 번호를 그 아이의 손에 가까이 있게 

해서 어떤 일이 발생시 필요하면 쉽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라. 

 The child should be familiar with neighbours so they feel comfortable contacting 

them if they need assistance. 아이는 이웃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에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If at any time, someone calls or there is a knock at the door, the child should not say 

that he/she is alone.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면 아이는 

혼자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The child should not open the door to strangers and if they feel threatened, call a 

neighbour or one of their five finger contacts.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무서움을 느낀다면 이웃을 부른다거나 

또는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라.  

 If a situation should arise where a supervising adult is injured, 

the child should be aware of the procedure for calling 000. 감독하고 돌보는 어른이 

다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아이는 긴급전화 000를 부르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It is important that the child be able to recite his/her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clearly so that the 000 operator can record the problem and send the 

appropriate help.아이는그의/그녀의 이름, 주소,그리고 전화번호를 000 교환수가 

문제를 기록할 수 있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분명히 상술 할 수 있다.  
 

Emergencies:/긴급상황 

http://www.productsafet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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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 000 for Police, Fire and Ambulance help. 경찰, 소방차 그리고 앰블런스 도움을 

위해 000를 눌러 전화하라. 

Teach your children this Telephone number, and his/her name, your Telephone number 

and address. 이 전화번호를 당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의/ 그녀의 이름, 당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