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3B– Canberra Matrix scoring – 해외거주자 

 

해외거주자 

카테고리 옵션 POINTS 

 

지난 5 년동안 캔버라 거주기간 

 
 

캔버라에 최소 7 일이상 거주했나요? 

 
 

4 년이상   20 

2 – 4 년 15 

1 – 2 년 10 

캔버라 방문  5 

해당사항없음 0 

해당직업군 

ACT 직업군 Open 또는 Closed 

‘Open’ on the ACT Occupation List 20 

‘Closed’ on the ACT Occupation List 0 

 

영어 

 
 

Superior  15 

Proficient  10 

Competent English 0 

 

 

해외거주자 

 

파트너 영어 

 
 

Superior/proficient  5 

Not Applicable 0 

  

ACT JOB OFFER  

 ‘open’ 직업군에 ACT Job Offer 

고용주는 최소 2 년동안 운영했으며 
해당포지션이 Local Labour 
Market 에서 찾을수 없으며 
필요하는는 증거 

Genuine job offer  10 

Not applicable 0 

 
지난 8 년중 5 년이상 경력 10 



주신청자의 관련 경력  

 

직업군의 해당경력기간 

 
 
 
 

지난 5 년중 3 년이상 경력 5 

해당사항 없음 0 

 

파트너의 경력  

현재 최소 2 년동안 Open 
직업군리스트에 일을 하고 있으며 
해당직업군의 Job Offer 

해당직업군의 기술심사/학력 

Working in an ‘Open’ occupation 
with ACT job offer 

15 

Skill assessment relevant to 
current occupation 

10 

Tertiary qualification in any 
occupation (at least three years 
study) 

5 

Not applicable 0 

 

 

해외거주자 

 

학력레벨 

해외 또는 호주에서의 취득 학력 

Doctoral degree 20 

Master’s degree   15 

Bachelor degree or trade 
certificate 

10 

Diploma qualification/s - at least 
two years full-time study  

5 

Not Applicable 0 

ACT 주에서 학업  

지난 5 년중 ACT 소재 학교에서 
학업기간 

2 개이상과정(Professional 
year 포함)가. An academic year 는 
최소  40 주이상 학업. 

2019 년 7 월 1 일 이후 1 년이상 

학업은 해당없음.   

3 년이상 학업 15 

2 년학업   10 

1 년학업  5 

해당사항 없음 0 

가까운 친척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파트너, 자녀 

20 



12 개월이상 ACT 에 거주한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 신청자/배우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할어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10 

임시 거주자 5 

해당사항 없음 0 

 

OVERSEAS APPLICANT 

캔버라 자산 

캔버라지역에서 거주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소요증명(Certificate of 

Completion issued) 

지난 2 년동안 캔버라에 사업소유 및 

운영.  

Technology  start-up 사업체로서 

성장가능한 사업체? 

자산은 본인이름으로 된 

증거자료증명이 필요. 

Minimum $250,000 investment 
in ACT residential or commercial 
property 

5 

Majority ownership and 
minimum $100,000 turnover 

5 

 

Not applicabl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