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랜드에서 거주, 근무, 투자,
공부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
멋진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기회를 찾는 분들이라면 퀸스랜드로 오십시오. 세계
수준의 교육과 더불어 누구나 꿈꾸는 라이프스타일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직 이민자, 사업가, 투자자,
졸업생들이 퀸스랜드주를 자신의 고향으로 삼아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어 할거라 확신합니다.
퀸스랜드 무역투자청(Trade & Investment Queensland)
산하 퀸스랜드 비즈니스 및 기술 이민청(Business and
Skilled Migration Queensland, BSMQ)은 사업 및 기술
이민자들이 퀸스랜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퀸스랜드주정부는 BSMQ를 통해 사업
및 투자자, 기술과 투자자 은퇴 비자를 위한 이민자를
지명합니다.
퀸스랜드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 교육과 의료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퀸스랜드 주는
아시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여러 공항에서는 전 세계로 향하는 정기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퀸스랜드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포함한 현존하는 호주의 5
대 세계자연유산은 물론이고 풍부한 햇살, 야외모험
체험기회, 그림 같은 도시 경관, 지역센터 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외 퀸스랜드의 유명한 세계유산으로는
아름다운 프래이저 섬, 곤드와나 우림 보호구역,
리버슬레이, 열대 습윤 지역 등이 있습니다.
BSMQ에는 다음과 같이 비자를 발급합니다.
기술이민비자
퀸스랜드주정부는 수요가 많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기술이민 신청자 중에서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게 될 사람을 지명하여 퀸스랜드에서의 거주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기술비자를 신청하려면

퀸스랜드 기술이민 직업리스트(Queensland Skilled
Occupation List)에 열거된 직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 비자
퀸스랜드에서는 국제 학생들에게 이민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퀸스랜드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2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BSMQ의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투자 비자
비즈니스 및 투자 비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나
퀸스랜드에서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및 투자 비자에는 소규모 사업자에서
퀸스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꾀하는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외에 은퇴 후 퀸스랜드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은퇴
투자자를 위한 비자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BSMQ 에 연락하십시오!
+61 7 3514 3013
migration.qld.gov.au
migration@qld.gov.au
facebook.com/TradeandInvestmentQld
@qldmigration
Queensland State Migration
weibo.com/queenslandmigration

BSMQ를 통해 퀸스랜드주정부 지명 비자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 신속한 처리기간- 2주 기간이면 주 정부로부터
지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0 비자의 경우 DIBP 시험결과에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489 비자의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친절하고 유능한 BSMQ 직원들과 낮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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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DIBP에 의해 우선순위 처리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