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ervices Australia 에서 제공하는 신입생 부모를 위한 정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추가 학업을 진행할 경우 Centrelink 에서 학생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th Allowance 같은 학생 지원금은 대학이나 TAFE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또는 호주 견습생으로
트레이닝 중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들 지원금은 학업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2 주에 한 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지급 대상이고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Centrelink 에서 Youth Allowance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5 세 미만

•

풀타임으로 학업 중

•

승인된 기관에서 승인된 과정 이수 중

자녀가 받는 지원금 액수는 자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22 세 미만인 경우, 본 기관은 보통 이들을 부양 자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소득 내역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해 Family Tax Benefit 을 받을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보통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녀가 학업을 계속한다면 자녀 본인이 직접 Youth Allowance 를 신청해야
합니다. 코스나 호주 견습 과정 시작일 이전 13 주 기간에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Youth Allowance 나 다른 학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rvicesaustralia.gov.au/students 를 방문하세요.
Centrelink 지원금과 서비스에 관해 한국어로 상담하시려면 131 202 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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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Information from Services Australia for parents of
new students
If your child is leaving high school and going on to further study, they may be eligible for a student
payment from Centrelink.
Student payments, like Youth Allowance, are available for students studying at university or TAFE,
or those training as an Australian Apprentice. They are fortnightly payments that help with the
costs of studying.
Your child may get Youth Allowance from Centrelink if they are eligible and meet residence
requirements. They need to be:
• aged under 25
• studying full time, and
• studying an approved course at an approved institution.
How much your child can get depends on their circumstances.
If your child is aged under 22, we usually consider them dependent. In this case, we need your
income details to check your child is eligible for a payment.
If you get Family Tax Benefit for your child, this usually ends when they leave high school. If they
keep studying they should apply for Youth Allowance themselves. They can apply up to 13 weeks
before the start date of their course, or Australian Apprenticeship.
You can check online if your child can get Youth Allowance or another student payment. Go to
servicesaustralia.gov.au/students
Call 131 202 to speak with us in your language about Centrelink paymen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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