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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of Support 

일부 이민 신청자들은 호주 거주 비자를 승인 받기 전에 Assurance of Support(부양 보증, 이하 AoS)를 받아야 합니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이민시민 부)가 어떤 비자 신청자들에게 AoS가 필요한지 결정하며,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인적서비스 부)는 누가 assurer(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assurer(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잠재적 

보증인들은 저희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AoS를 받아 호주에 도착한 경우, 여러분의 assurer(보증인)은 여러분의 비자 종류에 따라 2년이나 10년 동안 피보증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oS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부양가족은 Centrelink(센터링크)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ssurance of Support란 무엇입니까?  

AoS는 호주 거주자나 기관(보증인)이 Australian Government(호주 정부) 와 맺는 법적 합의입니다. 보증인은 해당 

이민자(피보증인)을 부양하기로 동의하고, 따라서 피보증인은 Centrelink(센터링크) 보조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또한, 보증인은 AoS 기간 동안 피보증인에게 지급된 환수 대상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정부에 환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본 

합의 하에서 피보증인의 자녀를 위한 지원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인적서비스 부는 보증인의 부양 재정 능력 평가를 통해 누가 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보증인 희망자는 

AoS에 따르는 법적,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 기간  

AoS 기간은 수여된 비자 유형에 따라 2년이나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증인이 호주에 있는 경우, AoS는 신규 비자 

발급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피보증인이 호주에 있지 않은 경우, AoS는 해당 피보증인이 호주에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AoS기간은 여전히 만기일까지 유효합니다.  

 

환수 대상 보조금  

보증인이 부양을 제공할 수 없거나 피보증인이 부양을 수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인적자원 부가 AoS 기간 동안 

피보증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부는 이러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보증인 및 

피보증인과 상담을 할 것입니다.  

 

보증인은 피보증인에게 지급된 환수 대상 보조금을 정부에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환수 대상 보조금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Austudy Payment(학업 수당) 

• Newstart Allowance(구직 수당)_ 

• Parenting Payment (Partnered)(양육 보조금 – 파트가 있는 경우)  

• Parenting Payment (Single)(양육 보조금 – 편부모) 

• Sickness Allowance(질병 수당)  

• Special Benefit(특별 혜택) 

• Widow Allowance(미망인 수당) 

• Youth Allowance(청소년 수당)  

 

Rent Assistance(주택 임대료 지원) 및 Crisis Payment(위기 지원금) 등의 추가 수당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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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증  
 

일부 AoS 협약은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이 기관이거나 이민 규정에 따라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은행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은행 보증액에 상당하는 장기 예금을 예치해야 할 것입니다.   

 

인적서비스 부에서 요청할 때 까지는 은행 보증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은행 보증은 AoS 기간 동안 환수 대상 보조금으로 생긴 부채를 갚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증이 부채 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인적서비스 부는 부채 환수 권한(Social Security Act 1991 근거)을 발동하여 보증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환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적 소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증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2년 간의 AoS를 위한 은행 보증액은 성인 1인일 때 5,000불이며, 한 비자 신청에 포함된 성인 2명일 때는 7,000불입니다.  

 

10년 간의 AoS를 위한 은행 보증액은 성인 1인일 때 10,000불이며, 한 비자 신청에 포함된 성인이 2명일 때는 

14,000불입니다. 

 

보증인이 기관인 경우, 보증 대상이 되는 성인의 수와 관계 없이 2년간의 AoS를 위한 은행 보증액은 10,000불이며, 

10년간의 AoS는 20,000불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한 연락처  
 

• 전화 132 850*번  

• 인적서비스 부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이민시민 부) 전화 131 881*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s(이민시민 부) 웹사이트 immi.gov.au 

 

한국어로 통화하시려면 131 20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에서도 한국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면책 조항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수당 및 서비스를 위한 안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도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그 이후에 본 

출판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여 상세내용이 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인적자원 부의 ‘13’ 번호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 요금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중전화나 이동전화를 이용하면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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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of Support 
 
Some migrants need to get an Assurance of Support (AoS) before their visa to live in Australia can 
be granted.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etermines which visa applications need an AoS 
and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ecides who can be an assurer. 

If you have been asked to become an assurer, we can assist you with information. All potential 

assurers need to have an interview with us. 

If you arrived in Australia under an AoS, it means your assurer is required to support you in 

Australia for two or 10 years, depending on your visa type. Generally, you and your dependants 

cannot claim Centrelink payments while covered by an AoS agreement.  

What is an Assurance of Support? 
An AoS is a legal agreement between an Australian resident or organisation (the assurer)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The assurer agrees to support the migrant (the assuree), so they don’t 
have to rely on Centrelink payments. The assurer also agrees to repay any recoverable 
government payments paid to the assuree during the AoS period. Support for any children of the 
assuree may also be recoverable under the agreement (see below). 
 
We decide who can be an assurer by assessing the assurer’s financial capacity to provide support. 
Before applying to become an assurer, you should consider whether you are able to meet the legal 
and financial obligations of providing an AoS. 
 

Period of coverage 
An AoS can be for a period of two or 10 years, depending on the type of visa granted.  
If the assuree is in Australia, the AoS will start from the date the new visa is granted.  
If the assuree is not in Australia, the AoS will start from the date the assuree arrives in Australia. 
 
The AoS remains in force for the full period even if there is a breakd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urer and the assuree. 
 

Recoverable payments 
We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an assuree during the period of an AoS if the assurer cannot 
provide support or it’s unreasonable for the assuree to accept support. Before doing this, we’ll 
usually speak to both the assurer and assuree.  
 
Recoverable payments made to the assuree must be repaid to us by the assurer.  
These include: 

 Austudy Payment 

 Newstart Allowance 

 Parenting Payment (Partnered) 

 Parenting Payment (Single) 

 Sickness Allowance 

 Special Benefit 

 Widow Allowance 

 Youth Allowance. 
 
Additional payments such as Rent Assistance and Crisis Payment may also be recov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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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guarantees 

Some AoS agreements require a bank guarantee issued by the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This is necessary if the assurer is an organisation or when security is required by the migration 
rules. The assurer will need to lodge a term deposit for the amount of the bank guarantee. 
 
You must not arrange the bank guarantee until requested to do so by us. 
 
The bank guarantee may be used for debts caused by recoverable payments during the AoS 
period. If the bank guarantee doesn’t cover the total amount, we’ll use our debt recovery pow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1991) to recover the balance from the assurer. This may include 
taking court action. 

 
How much is the bank guarantee? 

For a two year AoS, the bank guarantee amount is $5000 for one adult and $7000 where there are 
two adults on the same visa application.  
 
For a ten year AoS, the amount is $10 000 for one adult and $14 000 if there are two adults on the 
same visa application. 
 
Where the assurer is an organisation, the bank guarantee is $10 000 for a two year AoS and $20 
000 for a 10 year AoS, regardless of whether there are one or two adults covered by the 
assurance. 

 
For more information 

 

 call us on 132 850* 

 visit our website at humanservices.gov.au 

 contact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on 131 881* 
 visit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s website at immi.gov.au 

 
To speak to u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call 131 202*.  
Information in other languages can also be found on our website at humanservices.gov.au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This information is 

accurate as at June 2012. If you use this publication after that date, please check with us that the details are current. 

 

*Charges for calls from your home phone to the department’s ‘13’ numbers vary depending on your telephone service 

provider.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phones are charged at a higher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