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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규정

절친이 있다면, 승인을 받아 자녀를 그들의 가정에 거주하게 할 수

호주 NSW 주 공립학교 유학생을 위한 복지 요구사항: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학부모 지정 홈스테이 (Parent Nominated
Homestay) 라고 칭하며, 동일한 홈스테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초등학생: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는 학부모와 거주. 5, 6학년 생은
학부모나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승인한 직계

학생의 언어 발달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에 거주하기를
권장합니다.

친척과 거주
승인을 받으려면, 학부모님이 지정한 가정은 위에서 언급된 홈스테이
• 7, 8 학년: 학부모나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이 승인한 직계친척과 거주

등록시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 받는 데
다음의 절차가 필요하며 4-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9 – 12 학년: 학부모나 승인된 친척 또는 홈스테이에 거주

• 학부모님이 신청서 (application form)에 홈스테이 가정을 지명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또는 DE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지명 홈스테이

학생비자 소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Parent Nominated Homestay) 양식을 작성. 작성된 양식은 DE

1.학부모 또는 조건에 맞는 친척(이민성에 의해 정의된) 과 거주
학부모님은 가디언 비자를 받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25세 이상의 신분에 결격 사항이 없는 친척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 친척은 승인을 받기 위해, 경찰 신원조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호주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척의

International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님은 지정한 가정에
자격 조건을 받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지명된 가정은 등록을 위해 홈스테이 관리 회사에 문의를 하게
되며, 등록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아동 신원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신청서에 기입하여 DE International

조회를 받아야 하며, 홈스테이 집은 검사를 받게 되며, 모든 자격

에 제출하고, 학부모와 친척은 가디언폼 (The Carer Form)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승인된 친척과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합니다.

• 홈스테이 관리 회사는 홈스테이 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아동
신원조회 사본과 함께 DE International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는,

•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홈스테이 승인을 받게 됩니다.

2. 교육 제공자 (Education Provider)에 의해 허가된 홈스테이

호주에 도착

가정에 거주
유치원부터 4학년에 등록을 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가디언
학부모님은NSW주 교육부에 홈스테이 신청을 받드시 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은 받드시 부모님 동반이 요구 됩니다.

그러면,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Confirmation of Appropriate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승인한 직계 친적이

Accommodation and Welfare Arrangements (CAAW)를 DE

가디언인 학생들은 승인된 가디언의 동반없이 호주에 입국이

International에서 발급해 줍니다. 만약 CAAW폼이 발급되면, 학생은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반드시 가디언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NSW주 교육부가 승인한 홈스테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NSW 교육부가 승인한 학부모가 지정한 가정이 가디언인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은:

가디언의 동반없이 호주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반드시

• NSW 주 교육부와 계약이 된 홈스테이 제공 회사에 등록이

가디언을 만나야 합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학부모가 요청한 홈스테이 가정의 학생들은 혼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들은 아동 신원조회에

홈스테이 제공 업체가 준비한 공항 픽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 학부모를 위한 홈스테이 안내서 (Homestay Information for
Parents)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홈스테이 가디폼(Homestay Carer form)에 언급된, 18세 미만
학생의 보호자가 맡는 책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에게만 마련이 됩니다. 학생을 방문하는
부모님이나 친척은 개별적인 숙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9-12 학년 학부모님은 먼 친척이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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