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답식 안내
어떤 종류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격이 되면 식품 인환권과 보온 의류 인환권, 집세/공과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 의료 처치와 같은 기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
전화 0800 RED CROSS (0800 733 27677)로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redcross.org.nz/visitorcare 를 방문하십시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책은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파트타임으로 일해 왔지만 COVID-19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

•

국제 송금 제한으로 인해 본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

•

예기치 않게 오래 뉴질랜드에 체류함으로 말미암아 생활비(주거비, 식대,
교통비 등) 부담이 가중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사안별로 판단하고 심사합니다.

공부 중인 교육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귀국 항공편이 있는지 알아보아 귀국하려고 했어야
하나요?
방문자 지원 제도(Visitor Care Manaaki Manuhiri)의 자격 기준에는 신청자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도중이라면 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귀국 항공편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막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원 자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한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비자 갱신 중이라 현재 뉴질랜드 이민성에 여권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원 신청을 해 인환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권번호를 알고 있고 여권 사본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현재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한 상태라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인환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신청자의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방문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한다고 해서 현재나 미래의 체류 신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웹사이트 [https://www.mfat.govt.nz/en/embassies/]를 방문해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를 알아보십시오.

은행계좌에 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 자격이 없나요?
계좌에 남은 가용 자금이 $1,100 이상이면 충분한 생활 자금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이 학비 또는 귀국 항공료로 쓸 돈이거나 비자 갱신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하십시오.

몇 달 후 학생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용도의 자금은 있으나
그 이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당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아
힘겹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또 계좌 자금이 그 목적으로 사용할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하십시오.

뉴질랜드 국외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나 쓸 수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COVID-19 때문에 국외 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하십시오.

뉴질랜드 국외에 있는 보증인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보증인이 은행에 갈 수 없거나, COVID-19 때문에
보증인의 경제활동 상황이 악화되었음).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COVID-19 때문에 보증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하십시오.

자금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방문자 지원 제도는 신청자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일 뿐입니다. 이 지원 제도가 종료되는 9 월 말까지 4 주 간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예: 다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학생 비자를 새로 신청하기 위한 생활비 부담 능력을 입증할 수 없음)
귀국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교육부에서는 권고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나 대사관, 가족, 지원기관과 의논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