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개

호주 브리즈번 Blackston Lawyers 근무하고 있으며, 호주 이민 30년차 명갑문 변호사 입니다.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87년 호주로 이민 온 후 BHP 철광회사 (서부호주 Port Hedland) 에서
10년 동안 철광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넓혔고, 현재 변호사로 주로
호주의 부동산법, 회사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내 한인 변호사와 호주 변호사의 우호증진과 양국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호주 내
한인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 AUSKO (Australia and Korea)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국 Royal Family Korea, 에서 부동산과 무역에 관한 많은
관련된 일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을 우선 시 하면서
일을하였고, 나름 약간의 성과도 경험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호주, 특히 3대도시인 브리즈번에 살고있으며 회사법 전문 변호사의 잇점을 살려
한국 내 호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민 희망자를 위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반드시 최선의 노력으로 믿음에 대해 신뢰로 보답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에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7년 6월 변호사 명갑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나라

호주 이민 세미나
법무법인 BLACKSTON 명갑문 변호사

호주 소개 - EXECUTIVE SUMMARY_ 호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하여

인구 23.4Million
년 인구증가율:
1.7%

세계 3위
Investment Funds
Assets

세계최대
광물
수출국

주 평균수입
A$ 1,123

세계 최고의
이민 희망국 중
한곳

세계 15위
농수산물 수출국

세계 최고의 10대 도시 중
호주의 4대 도시 포함

Inflation 2.3
per cent

세계 최고의
투자 안전국

세계4위
유학생 유치국

세계 최고의 안전한 도시
세계 최고의 정치/경제
의 안전/ 안정성

세계 최고의 복지국
중 한곳

경제 성장율
3.1%

세계8위
관광 대국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쉬운 국가중 한곳

평균 주택가격:
$550,000

호주소개 - 호주이민 추천이유
왜 호주 이민을 추천하는 가

1

3

2

높은 교육수준

세계최고 사회보장

밝은 미래/ 직업

- 세계 100위권
9개 대학

- 기회제공 및 지원

- 좀 더 좋은 근무환경 및
직업

6
경제적 안전성

정치적 안정성

- 선진국 중 유일
3% 발전

- 세계 2위

7
국가 신용도
- AAA 국가신용 도

4

5

8

안락한 생활환경
-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

9
금융 투명도
- 세계 2위

인간 존엄 사상
- The Flying Doctors

호주소개 - 추천이유 _ 30년의 호주생활 결과…
호주이민_ 5대요소 만족

경제적 차원
- 미래를 위한 선진기술
- 200년이상의 안정된 자원
-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
- 세계 5대 금융강국

교육 환경

정치적 안정

-

- 정치적 안정성 세계2위
- 정치적 투명성 세계4위
- 지적재산권보호 세계4위

창의적 교육환경/ 건전한 정신함양
된사람, 든사람, 난사람을 위한교육
세계 100대 대학중 10곳의 호주대학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세계 4대 유학선호 국

박봉석 멜번 무역관자료

사회보장

세계적 관광지 및 유학선호지

-

- 세계 8대 관광 대국

인잔 존엄성: 세계유일의 Flying Doctor
정치적/ 경제적 안전성
세계 최고의 국가신뢰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명한 정책
안전한 사회/ 법이 살아있는 사회

호주소개 - 이민결정의 5대요소
호주이민_ 5대요소 만족

가족의 미래
서로 믿고 사랑하며 행복이 항상 함께하는 가족.
편안하고 안전한 호주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삶의 질 및 노후

-

-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구조가 아닌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로 인한 노후
생활보장

졸업 후 취직율 세계1위
8대학 _ 세계 100대 대학
노벨상 수상자 12명
영어권 나라
호주는 세계 4위 유학생 유치국 입니다

안전 성
-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한곳
- 안전한 환경 및 주변환경
- 정부및 시민의 인간 존엄성

사업/ 직업
-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곳 중 1곳
- 풍부한 직업 및 창출 기회
- 정부의 지원

호주 이민법
호주 비자 소개

비자의 종류
- 영주비자/ 임시비자/ 방문비자
영주비자 란
*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영구하게 살 수 있는 권리
*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_ 사회보장 제도 등 / 군인, 공무원 가능_ 투표권 없음
* 시민권 취득 _ 영주 비자 3년 후 일정한 자격 필요 (영어 및 호주의 문화 이해)
임시비자
* 일정기간 호주 내 합법적 거주/ 노동 및 교육의 자유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
* 최고 4년의 비자 _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름
방문비자
* 관광/ 친지방문

영주권자 혜택
거주 및 취업의 자유

영주권자 혜택
1. 거주 및 취업, 학업의 자유
-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한 권리 및 혜택
2. 이민관련 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권리
3. 호주 시민권 획득

영주권자 혜택
영주권자 복지혜택

4. 시민권자와 동등한 사회복지 및 법적권리 (투표권 제외)
A 무료학비
- 공립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 과정
- 대학융자
B 공립병원 무료의료혜택
- 건강보험 제도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제도
C 노령연금
- 2017년 현재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
D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지원정책
E 그 외 각종 지원제도

비자_ 취업이민
취업 이민

1. 호주 취업이민
호주에서 필요한 노동 인력을 초청하여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비자형태

2. 취업이민의 비자종류
a.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186 Employer Nominated Scheme)
b. 지방지역 및 인구저밀도 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
c.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 (457 Temporary Work Visa) – 2018년 3월 폐지 예정
d. TSS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 2018년 3월부터 시행 예정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457 비자 폐지

기술이민
경제

호주 경제를 견인하는 직업 용접

-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권장산업
- 호주 내 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서비스/ 광물/
Construction 관련 산업

호주 내 Construction Industry
호주 내 Construction Industry는 약 330,000 사업체에 약 백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 GDP의 10.3%, 노동자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의 힘입어 2016년 +2.6%의 고용인원 증가와 2017년 6월
까지2.9%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비자종류
186 비자 소개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186 Employer Nominated Scheme)
- 대 도시 지역의 합법적 사업가의 스폰을 받아 신청하는 영주비자
신청 조건
- 50세 미만
- 영어필수 (IELTS 6.0 이상)
- 기술심사 필수 (457/ TSS? 비자 후 신청자 면제조건)
- 고용기간 2년 이상
비자신청 절차(ENS, RSMS공통)

취업이민 비자종류
187 비자 소개

지방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187 RSMS)
- 지방/ 인구 저밀도 지역 합법적 사업가의 스폰을 받아 신청하는 영주비자
신청자 조건
- 50세 미만
- 영어필수 (IELTS 6.0 이상/ 457 비자 후 신청자 5.0)
- 기술심사 필수 (457/ TSS? 비자 후 신청자 면제조건)
- 고용기간 2년 이상
고용주 조건
- 지방/ 인구 저밀도 지역 합법적 사업진행
- 인력필요 (지역에서의 채용불)
-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약속
- 해당지역 호주 시민과 동일한 직업 시 동일한 고용조건 및 임금제공
- 호주 이민법 및 관련 법 준수

취업이민 비자종류
457 비자 소개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 (457비자)
호주 사업체 또는 호주 내 해외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호주 내에서 구하기 힘들 시, 외국의 숙련된 인력을
호주 내 초청하여 일 할 수 있는 비자
- 4년의 임시비자
- 기간 내 본인 및 동반가족의 직장, 학업 및 호주의 입, 출입이 자유로운 비자
- 2년 이상 근무 시 영주비자 신청가능
참고: 457비자는 2018년 3월 폐지 예정이며 비슷한 성격의 비자로
TSS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2018년 3월 부터 적용예정

취업이민 비자종류
187 비자 소개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 (457비자)
신청자 조건
- 나이 제한없음
- 영어필수 (IELTS 5.0 이상_ 각 밴드 4.5이상)
- 기술심사 불 필요 (일부 직업군 제외 예: Project Administrator)
고용주 조건
- 호주 내 합법적 사업진행
- 인력필요 증명
- 457비자 스폰서 조건 준수
- 해당지역 호주 시민과 동일한 직업 시 동일한 고용조건 및 임금제공
- 호주 이민법 및 관련 법 준수

취업이민 비자종류
457 비자 소개

고용주 스폰서 신청 및 추천

추천인 457 임시비자 신청

- 스폰서 신청
- 추천직업 및 추천인 지명
- 457 조항 준수
* 최저 임금제 및 의무

- 추천직업 에 대한 비자신청
- 영어/ 신체검사 조건충족
* IELTS TEST 5.0 이상
* 신체검사 이상 무
* 신원조회 이상 무
* 영어조건: 직업_예외적용

- Skill Test 통과
* 직업에 따른 예외조항
- 비자연장 가능
* 스폰서 필요
- 2년 후 영주비자 신청

영주비자 취득

- 영주비자 신청
* ENS/ RSMS 영주 비자신청

457 TRA
457 비자 소개

2011년 6월_TRA(Trade person Recognition Australia)에서
심사를 하는 기능직 이민 신청자의 경우 TRA의 지정 국가 및
직업군에 해당된다면 TRA가 의뢰한
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의 기술 심사.
국립직업교육소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457비자 TRA
TRA

http://tradesrecognitionaustralia.gov.au/Programs/Pages/RTO-Finder.aspx

457비자 TRA
TRA

457비자 TRA
TRA

457비자 TRA
TRA

Pathway 2
기술심사 직업군과 관련된 호주 외 자격증 보유. 총 4단계
1단계: TRA 공식인정 RTO 기관 확인
2단계: Documentary Evidence
- 기술심사에 필요한 학력 기술,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서류심사 통과 필 수
3단계: Technical Assessment
-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평가받는 단계_ 인터뷰로 진행
(영어) 혹은
- 기술심사
4단계: 기술심사 결과표 발행

457비자 대체 TSS 비자 소개
TSS 비자 소개

TSS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 2018년 3월시행예정
변경내용
- Australian labour market 에서 직접 부족직업군 선정 (6개월 단위로 변경)
-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직업군에 맞는 기술 테스트
- 2가지의 취업비자 형태
MLTSSL(Medium and Long-Term Startegic Skill List) – 장기비자 – 4년 – 영주권O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 단기비자 – 2년 – 영주권X
-

ATO(세무청)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페이 나가는지 확인
범죄 경력 증명서 필요
최소연봉 AUD 54,900(2017년 6월현재) 호주달러 이상
고용주 고용인의 Training Requirement 강화

457비자 대체 TSS 비자 소개
TSS 비자 소개

TSS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1.

MLTSSL(Medium and Long-Term Startegic Skill List)
- 4년의 비자기간
- 45세 이하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만 가능
- MLTSSL > 3년 경력 > ENS, RSMS 등으로 진행가능
- IELTS 점수 6.0이상 (IELTS all band 5.0 이상)
- 현재 MLTSSL 직업군 리스트 참조
http://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mltssl

457비자 대체 TSS 비자 소개
TSS 비자 소개

TSS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2.

STSOL (Short -Term Skilled Occupation List)
- 2년의 비자기간 (1회 연장 가능)
- 45세 이하
- STSOL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만 가능
- IELTS 점수 5.0이상 (IELTS all band 4.5 이상)
- 현재 STSOL 직업군 리스트 참조
http://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combined-stsol-mlts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