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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비자 상태를 아십니까?  

비자 자격 확인 온라인 (VEVO)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VO는 여러분의 비자 종류, 만료 시기, 그리고 비자 조건을 

알려 줄 것입니다.  

VEVO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내무부에 131 881로 전화하십시오. 

 웹 사이트: 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

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overview  

여러분의 개인 신원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또한 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다른 

개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protocol.dfat.gov.au/Public/MissionsInAustralia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 ImmiAccount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ImmiAccount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인 또는 

소지자인 경우 다른 ImmiAccount에서 보류 중인 여러분의 비자 신청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ImmiAccount 만들기 

 대리인 또는 스폰서의 ImmiAccount에서 여러분의 신청서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ImmiAccount 기술 지원 양식을 작성하여 여러분의 

신청서를 새 계정으로 이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암호도 변경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 online.immi.gov.au 

여러분은 본 기관에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자신의 전화 번호 및 집 주소 또는 PO box 와 같은 현재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ImmiAccount에서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연락처/여권 정보 양식 

변경을 제출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본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웹 사이트: immi.homeaffairs.gov.au/form-

listing/forms/929.pdf 

호주 우체국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최대 22개월 동안 무료 PO Box 

액세스를 제공하여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우편물이 계속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웹 사이트: auspost.com.au/receiving/manage-your-

mail/redirect-hold-mail/redirect-mail/free-mail-redirection-

and-po-boxes 

여러분을 위해 이민 문제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비자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민 대리인 또는 법률 전문인인 

경우 등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무부 웹 사이트에는 등록된 대리인 

목록 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 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who-can-

help-with-your-application/overview  

또한 이민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제공업체로부터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웹 사이트: familyviolencelaw.gov.au/ 

본 기관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1 45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tisnational.gov.au/ 

온라인에서 안전하십니까? 

ESafety Commissioner의 온라인 보안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여러분은 개인적 안전 증대 그리고 테크놀러지 사용 및 연결 상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한 단계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esafety.gov.au/key-issues/domestic-family-

violence/online-safety-planning/online-safety-checklist 

기록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 조서를 작성하거나, 보호 명령을 받거나, 

자녀 양육권을 추구해야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말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학대를 가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COVID-19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COVID-19의 제한조치 하에서 여러분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집이나 숙박 시설을 여전히 떠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준주 정부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누군가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거나 여러분이 사건을 목격한 경우 

000에 전화하십시오. 호주 경찰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통화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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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australia.gov.au/states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동 권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공정근로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여러분에게 무급 가정폭력 휴가를 

허용하고 유연한 근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 웹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웹 사이트: fairwork.gov.au/leave/family-and-domestic-

violence-leave 

세금 환급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호주 국세청에 마련된 

세무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ato.gov.au/General/Support-in-difficult-

times/Personal-crisis-support/#Familyanddomesticviolence  

재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금융 카운슬러는 독립적인 무료 기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고 부채 처리 옵션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융 카운슬러와 상담하시려면 National Debt Helpline에 1800 007 

007로 문의하십시오. 이 무료 핫라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National Debt 

Helpline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툴과 리소스가 

있습니다. 

 웹 사이트: ndh.org.au/ 

학생인 경우 사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호주 교육 기관들은 유학생들에게 배려와 친절로 지원하는 학습 경험 창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서비스 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studyaustralia.gov.au/english/live/support-services 

다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 주, 준주 차원에서 가정 및 가족 폭력 방지를 위한 여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Sexual Assault,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Counselling Service를 통해 무료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1800 737 732. 

Australian Red Cross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 비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방문하십시오. 이들은 또한 필요한 경우 여러분을 위해 법률 및 이민 지원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redcross.org.au/get-help/help-for-migrants-in-

transition/family-and-domestic-violence-financial-

assistance 

 

통역사 기호가 보일 경우 원하는 

언어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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