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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요건 

거주 요건  

Family Tax Benefit 

Family Tax Benefit Part A 및 Part B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소지 

 영주 비자 소지 

 Special category visa 소지 

 특정 유형의 임시 비자, 예컨대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또는 

temporary protection visa 소지 

자녀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혜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혜자는 

본 수당을 받는 기간 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id Parental Leave scheme 

Parental Leave Pay 또는 아버지/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거나 한 아이의 주 보호자가 되는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소지 

 영주 비자 소지 

 Special category visa 소지 

 특정 유형의 임시 비자, 예컨대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또는 

temporary protection visa 소지 

수혜자는 본 수당을 받는 기간 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ASIC ELIGIBILITY 

페이지 3 의 2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Baby Bonus 

Baby Bonus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소지 

 영주 비자 소지 

 Special category visa 소지 

 특정 유형의 임시 비자, 예컨대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또는 

temporary protection visa 소지 

자녀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혜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지 26 주 이내에 Family Tax Benefit Part A 및 

Part B 에 대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renting Payment 

Parenting Payment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면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 시기나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한 총 시간이 최소 2 년은 되어야 합니다. 

 요건 면제 - 가장 최근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동안 난민이나 편부모가 된 경우 

             아울러 다음 사항도 만족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 당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을 

신청하는 당일 실제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본 수당을 받는 기간 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와 국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살았거나 일한 경우에는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Carer Allowance 

Carer Allowance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본인이 

보살피는 대상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BASIC ELIGIBILITY 

페이지 3 의 3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호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수령자는 본 수당을 받는 기간 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당을 신청하는 당일 실제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Double Orphan Pension 

본인이 Double Orphan Pension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소지 

 영주 비자 소지 

 Special category visa 소지 

 특정 유형의 임시 비자, 예컨대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또는 

temporary protection visa 소지 

자녀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혜자는 본 

수당을 받는 기간 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와 국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살았거나 일한 경우에는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본 수당들의 자격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families 참조 

- 전화 131 202 로 연락하요 [Korean/한국어] 담당자와 통화 

- 해당 service centre 방문 

humanservices.gov.au/families


 ENGLISH 

Basic eligibility 

Residence  

Family Tax Benefit 

To be eligible for Family Tax Benefit Part A and Part B, you must satisfy residence requirements. 
You must be living in Australia and: 

• have Australian citizenship, or 
• hold a permanent visa, or 
• hold a special category visa, or 
• hold a certain temporary visa type, for example a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or temporary protection visa. 

Your child must als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or be living with you and you must continue 
t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as long as you get this payment. 

Paid Parental Leave scheme 

To be eligible for Parental Leave Pay or Dad and Partner Pay, you must satisfy residence 
requirements. When your child is born or comes into your primary care, you must be living in 
Australia and: 

• have Australian citizenship, or 
• hold a permanent visa, or 
• hold a special category visa, or 
• hold a certain temporary visa type, for example a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or temporary protection visa. 

You must continue t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as long as you get this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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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Bonus 

To be eligible for Baby Bonus, you must satisfy residence requirements. You must be living in 
Australia and: 

• have Australian citizenship, or 
• hold a permanent visa, or 
• hold a special category visa, or 
• hold a certain temporary visa type, for example a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or temporary protection visa. 

Your child must als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or must be living with you. 

You will also need t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Family Tax Benefit Part A and Part B 
within 26 weeks of your child’s birth or adoption. 

Parenting Payment 

To be eligible for Parenting Payment you must satisfy residence requirements. You must be an 
Australian resident and you must: 

• have been an Australian resident for a period, or periods, that total at least two years, 
or 

• be exempt from this requirement—for example, by being a refugee or by having 
become a lone parent during your most recent period of Australian residence. 

• You must also: 
• meet residence requirements on the day you lodge your claim. Generally you will need 

to be physically present in Australia on the day you lodge your claim, and 
• continue t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as long as you get this payment. 

If you have lived or worked in a country with which Australia has a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 it may help you meet these residence requirements. 

Carer Allowance 

To be eligible for Carer Allowance you must satisfy residence requirements. You and the person 
you are caring for: 

• must be an Australian resident, and 
• continue t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as long as you get this payment, and 
•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Australia on the day you lodge your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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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Orphan Pension 

To be eligible for Double Orphan Pension, you must satisfy residence requirements. You must be 
living in Australia and: 

• have Australian citizenship, or 
• hold a permanent visa, or 
• hold a special category visa, or 
• hold either a partner provisional, interdependency or temporary protection visa. 

Your child must als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or be living with you and you must continue 
to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as long as you get this payment. 

If you have lived or worked in a country with which Australia has a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 it may help you meet these residence requirements.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eligibility for these payments: 

- visit humanservices.gov.au/families 
- call 131 202 to speak to someone in your language, or 
- visit a servi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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