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관계가 
끝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귀하의 가족, 자녀 및 재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Korean
What happens when your  
relationship ends?



가족법은 이혼, 자녀 및 재산과 같은 

가족에 특정된 사안을 다루는 법 

분야입니다. 

호주에서 대부분의 가족에 대한 법적 

문제는 가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을 

했든 또는 사실혼이든, 가족법에 따라

자녀 및/또는 재산에 관한 의견 불일치 

문제를 처리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실혼인 경우에도, 

자녀의 주거지와 같이 자녀에 관한 의견 

불일치 문제를 가족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목차

별거와 이혼 ����������������������������������������������������  5

자녀 ����������������������������������������������������������������  8

이사  �������������������������������������������������������������� 18

재산 �������������������������������������������������������������� 20

아동 지원 �����������������������������������������������������  24

추가 정보 ����������������������������������������������������� 32

 3



4 



별거와 이혼
이혼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별거할 때에는, 별거를 확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및 서명해야 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이혼은 혼인의 공식적인 종식입니다. 적어도 
12개월 동안 별거한 후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방법원
(Commonwealth Courts) 포털 
(www.comcourts.gov.au)에서 온라인으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간행물 이혼 
자료 1: 이혼 신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호주연방순회가정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CFCOA)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12개월 별거 기간 
전부 또는 기간 중 일부만 동일한 집에서 
살았을지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추가 정보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간행물 이혼 자료 3: 
동일한 집에 살면서 별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적어도 12개월 
동안 별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파경 결정)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깨진 후 
즉시 재산(그리고 자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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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많은 
일들이 해결됩니다.

www.fcfcoa.gov.au 에서 이혼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귀하의 혼인을 법적으로만 
종결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나 재산의 분할 
방법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전 파트너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후 12개월 이내에 
재산 및/또는 배우자 생계유지비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Legal Aid NSW 에서 귀하의 이혼과 
관련하여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조기개입반(Early Intervention Unit, EIU )
(1800 551 589)에 연락하세요. EIU 에서는 
NSW 전역의 법원과 커뮤니티 기관에서 
무료 가족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awAccess NSW (1300 888 529)로 
전화하세요. LawAccess NSW는 무료 전화 
법률 정보, 조언 및 다른 서비스에 대한 
알선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가까운 Legal 
Aid NSW 사무소, 커뮤니티 법적 센터, 
민간 변호사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기관이 포함됩니다.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전 파트너가 우리가 
소유한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 계약서 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별거 후 귀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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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배우자 또는 전 파트너는 귀하의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령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이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귀하를 강제로 집에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23페이지에서 가족법 재산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귀하가 나갈지라도 유지됩니다. 폭력이 
두려운 경우, 즉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2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때때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집에서 
나가도록 요청하는 단독 점유 명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에 대해 소위 
주택의 독점 점유 명령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 부동산이 분할될 
때까지 배우자 없이 귀하가 해당 주택에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그러한 명령을 
내릴 경우, 법원은 모든 당사자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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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단독 점유 
명령은 보통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특히 자녀가 영향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집을 
개조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녀
우리는 막 별거했으며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 문제로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려는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전 파트너와 소통해보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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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id NSW, the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그리고 Family Relationship 
Centres를 포함하여 컨설팅과 가족 분쟁 
해결로 도움을 주는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32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 문제로 법원에 가기 전에 가족 분쟁 
해결에 참석해야 합니까?

자녀 문제에 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분쟁 해결(또는 중재)은 필수입니다.

단, 귀하의 사례가 긴급한 상황이거나 가정 
폭력과 같은 예외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보통 아동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족 분쟁 해결 
변호사로부터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간행물, Legal Aid NSW의 
가족분쟁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양육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야만 합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에 관해 공식 법원 
명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공식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관해 비공식 
합의를 합니다.

보통 합의는 중재 또는 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각 부모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느 쪽 부모도 
상대 부모에게 비공식 합의를 준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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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합의가 또한 재산 문제와 자녀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 계획

부모는 자녀를 위한 양육 방법에 관해 양육 

계획으로 알려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가족 카운셀러, 가족 분쟁 해결 변호사 

또는 가족 컨설턴트(“자문가”)가 귀하 및 

귀하의 전 파트너가 양육 계획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육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은 서명한 또 다른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 계획으로는 어느 쪽 

부모에게도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육 문제로 법원에 가야 할 

때 법원에서 양육 계획의 합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의 명령은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동의 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에서 승인하고,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쪽 부모와 협의한  

후, 양육과 관련하여 도달했던 합의가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분쟁해결 서비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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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문제는 어느 법원에서 결정합니까?

NSW의 가족법 관련 사안은 

호주연방순회가정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CFCOA) 및 

지방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많은 경우, 귀하의 

사안을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이를 FCFCOA로 이전합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FCFCOA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 명령은 무엇이고 법원에서 양육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고려합니까?

법원은 아동에게 최선인 방법을 기준으로 해당 

아동을 위한 양육 명령을 결정합니다. 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최선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주된 고려사항은 반드시 다음 

사항이어야 합니다.

	■ 아동이 각 부모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혜택,

	■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학대, 방치 또는 
가정 폭력의 대상이거나 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해당 아동이 
표출하는 모든 관점

	■ 해당 아동과 각 부모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해당 아동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예: 
조부모, 형제자매)과의 관계

 11



	■ 형제자매의 분리를 포함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의 변경에 따른 영향

	■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각 부모의 능력

	■ 아동의 부모가 상대 부모와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장려할 

의사와 능력

법원에서 내리는 양육 명령은 다음의 

사안을 다룹니다.

	■ 아동과 함께 살 사람

	■ 아동이 부모 또는 아동에게 중요한 사람과 

함께 보낼 시간

	■ 부모의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

	■ 자녀에 관해 부모가 소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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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에 명시된 것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양육 책임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의무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각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육 책임을 

똑같이 나눠 갖습니다. 단, 법원에서

이를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동등하게 나눠 

가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또는 그것이 아동을 위한 최선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곧 교육, 종교, 건강, 아동의 성명 및 다른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생활 방식 변경 등과 같이 그들의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부모들이 서로 상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양육 책임의 똑같은 분담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또한 아동이 각 부모와 동일한 

시간을 보내거나 각 부모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이거나 실용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은 부모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는지, 제안된 방법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부모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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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조부모(또는 그들에게 중요한 아동과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하길 원하는 사람)는 그들의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살아가면서 
부모 및 기타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를 갖습니다. 
단, 그러한 것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부모는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명령이 해당 손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가족분쟁해결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아동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동이 18세 미만인 경우, 법원에서 아동이 살 

곳 그리고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 등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법원에서 아동의 견해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러한 견해에 대한 중요성은 각 아동의 

성숙도 및 이해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의 견해는 법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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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COVID-19 백신 접종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은

본인이 직접 백신 접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각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갖게 되며

누가 부모의 책임을 갖는지에 관한

법원명령이 없는 한, COVID-19 백신 접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백신접종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하면 함께 결론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법원의 결정이 귀하의 가족에 적합한 선택인지 

등 가능한 선택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독립된 아동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때때로 법원에서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아동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모없이 해당 

아동과 면담하고, 아동이나 부모의 학교 

및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며, 특정 문서와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확인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법원에서 해당 아동이 누구와 살고 

함께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 전문가를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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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이름 
변경 등록을 위해 NSW 출생, 사망 및 혼인 
등기부(NSW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신청해야 합니다. 12
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자신의 이름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 부모이든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는 허가를 
구하거나(다른 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한쪽 부모가 자녀에 대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는 것을 중지(제약)시키기 위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아동이 함께 사는 부모와 다른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 해당 아동이 받게 될 수 있는 
당혹감 또는 이름 변경으로 인해 아동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모가 해당 아동과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름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NSW에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자신이 직접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여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녀의 
여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다른 쪽 부모의 동의 없이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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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고 해외로 여행하도록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이나 명령이 있는데, 허가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경우, 범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법원 명령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호주는 많은 나라들과 아동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요구하는 협정(헤이그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령을 
받았지만, 전 파트너가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른 쪽 부모가 귀하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카운셀링 또는 조정 서비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 상대 당사자가 양육 명령을 위반 
(파기)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 위반을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상황에 따라, 위반한 부모는 양육 프로그램에 

회부되거나, 벌금이 청구되거나, 자녀에게 보상 

(또는 시간을 “만회”)해야 하거나 심지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위반한 부모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우 

아픈 경우(적합한 의료 증빙 제시)가 명령을 

위반한 부모에 대해 타당한 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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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반된 명령이 더 이상 소용없는 경우, 

법원은 양쪽 부모에게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명령하거나, 명령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케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
저와 제 파트너가 별거한 이래 자녀들이 
저와 함께 살았으나 저는 해당 지역에서 
이사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냥 
이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가족법에서는 아동이 양쪽 부모를 알아야 하고 
양쪽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사를 가야하고 
그러한 이사로 인해 아동이 정기적으로 다른 
쪽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다수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이사가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법원 명령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명령에서 귀하의 

자녀가 매 주말 다른 쪽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가 

시드니에서 골드 코스트로 이사하려는 경우, 

이사하면 해당 명령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하기 전에 다른 쪽 

부모의 동의나 법원에 의해 해당 명령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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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에 대해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이사로 인해 어떠한 명령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녀가 다른 쪽 
부모와 시간을 보낸다는 비공식 합의나 양육 
계획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부모가 귀하가 
해당 자녀와 해당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무엇이 해당 아동을 위해 
최선인지를 살펴봅니다.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서 
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살거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한 명령이 있는데, 상대 쪽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복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명령으로 
경찰(주 및 연방)이 귀하의 자녀를 찾아 
귀하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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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살거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한 명령이 없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그러한 명령뿐만 아니라 복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비상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 다른 
쪽 부모의 법원 출석없이 일방적인 명령을 
발효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해외로 
출국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경우, 가족법 
감시 목록(이전에는 공항 감시목록)에 해당 
자녀의 이름을 등재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자녀를 감시목록에 등재하고 
신청서와 모든 법원 명령서 사본을 연방경찰에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연방경찰에 전화하여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
재산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귀하가 혼인을 했었든, 사실혼 관계였든 

(파트너가 이성이든 또는 동성이든) 상관없이 

재산에 관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혼인 

또는 관계가 종결되자마자 곧 재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이 최종 합의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산 또는 배우자 생계유지비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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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헤어진 후 2년 이내에 재산 또는 유지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혼

사실혼은 가족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 또는 이성인 귀하와 귀하의 

전 파트너는 진정한 가정을 기준으로 

함께 사는 커플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귀하가 사실혼이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가족법에 의거 재산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되었음

	■ 사실혼 파트너와 자녀를 두고 있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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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파트너가 보유한 재산 또는 

금융자산에 대해 귀하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

귀하가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계의 기간, 생활 방식, 

금융자산과 재산 소유권의 상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자녀를 가졌거나 양육했는지 

여부 및 귀하의 관계를 일반에 공개한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이제 헤어졌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분할합니까?

재산에는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공동 또는 

단독 명의)가 소유한 모든 것이 포함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과 투자금

	■ 개인재산(자동차, 가구 등)과 부동산

	■ 관계 이전에 소유한 재산

	■ 선물, 상속, 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수령한 

로또 당첨금

	■ 정리해고 지불금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은 모든 재산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별거한 후 혼인 

또는 사실혼 커플 사이에 분할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혜의 분할 방법은 해당 수령인이 속한 

연금 체계의 유형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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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릅니다. 연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재산을 분할합니까?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공식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혼인 또는 관계 이전에 소유한 재산. 개별 

파트너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혼인 

또는 관계의 길이와 해당 재산의 축적과 

유지에 대한 다른 파트너의 기여(있는 경우)

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혼인 또는 관계 중 양쪽 파트너가 제공한 

기여. 여기에는 직접 기여(예: 임금 소득, 

자산과 부동산 유지), 간접 기여(예: 선물, 

가족 구성원의 지원), 비 재무적 기여 

(예: 직접 한 주택 개조 및 보호자 또는 

주부로서 가족의 복지에 제공한 기여)

가 포함됩니다.

	■ 향후의 필요 (예: 한쪽 파트너가 자녀를 지

원할 지 여부, 각 파트너의 연령과 건강 및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만들 능력).

	■ 일반적으로, 가족의 복지에 대한 기여는 

주 임금 소득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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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명령을 받기 위한 법적 조언과 

도움일지라도 재산 처리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 합의에 의해 처리했을 지라도, 다른 

당사자가 더 얻으려고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많은 재산 양도에 대해 

인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아동 지원
아동 지원과 아동 양육비는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의 결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결별 

후 자녀의 음식, 주거, 옷, 학교 비용 및 기타 

활동과 비용을 어떻게 계속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한 부모가 다른 부모

(또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다른 누군가)에게 지불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아동지원금 또는 아동양육비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지급하는 부모와 일부 시간을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동지원금은 모든 부모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결혼을 했었든, 

사실혼이었든, 전혀 함께 살지 않았든, 전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든, 또는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의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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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원금 지급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Services Australia: Child Support(아동지원)
는 지급해야 하는 아동지원금의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수학적 공식을 사용합니다.

최종 결과는 아동지원금 평가입니다. 
아동지원금 평가에서는 대상 아동의 수, 
아동의 연령, 부모의 소득 및 각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제공하는 돌봄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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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upport에서 아동지원금 평가를 하면, 
부모는 자유롭게 이 금액의 개인 지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동지원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한 Child Support에 대신 
지급을 수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보호자가 생각하기에 다른 부모가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면 Child Support가 수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지원금 평가는 소득의 변동, 새로운 
자녀의 출생 또는 양육 방식의 변경과 같이 
상황의 특정 변동을 반영하도록 변경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주소, 소득 또는 양육 
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상황이 변경될 경우, 
아동지원금 평가를 받는 부모/보호자는 
Child Support에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Child Support에서는 이러한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Child Support에 신청하여 특별한 상황 

때문에 아동지원금 평가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예: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 자녀 양육(예: 치아교정기가 필요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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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교육(예: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부모가 합의한 경우)

	■ 어떤 면에서 평가가 아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보호자는 Child Support 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서(또는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여) 뭔가 
변경되었을 때 Child Support 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Child Support 의 다양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는 대개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에서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통 Child Support에서 보낸 결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AAT
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지원 합의란 무엇입니까?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할까요?

부모는 “아동지원 합의”라고 알려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서 아동지원금 
지급 금액, 빈도 및 지급 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아동지원 합의를 가볍게 
체결해서는 안 되며 서명하기 전에 독립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지원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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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거나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아동지원 합의만이 변호사로 

하여금 독립된 특별 법적 조언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어떠한 종류의 

아동지원 합의이든 서명하기 전에 항상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동지원금 지급을 받는 부모/보호자가 

가족 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의 최소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아동지원금 합의를 

체결할 때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Centrelink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가 제 자녀의 아버지라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Child Support에서 
아동지원금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Child Support 는 지급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 또는 양부모임을,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전 동성 파트너임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아동지원금 
평가서를 발행합니다. 인정이 되는 증빙으로는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거나, 자녀의 출생 시 해당 
부모가 서로 혼인 상태이었음을 보여주는 서류, 
또는 그들이 해당 자녀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작성한 법정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증빙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위를 
입증할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 조치가 포함되며, 일부의 경우, 
승인된 실험실에서 실행한 DNA 검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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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원 자료 1: 아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egal Aid NSW의 Child Support Service
에서는 아동 지원금 신청에 대한
혈통 증빙을 받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2) 9633 9916 (시드니
및 메트로 지역) 또는 1800 451 784 로 전화하세요.

실직하였고 아동지원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Child Support로 문의하여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선택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지원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31 272번으로 Child Support로 문의하거나 
또는  www.servicesaustralia.gov.au/
separated-parents 를 참고하세요. Child 
Support에서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 파트너와 살고 있는데 전 파트너가 
새로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아동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양쪽 부모는 심지어 별거한 후에도, 자녀가 18
세 이상의 나이가 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자녀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한 파트너 또는 양 파트너가 다시 다른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갖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쪽 부모의 새로운 파트너에게는 상대방 자녀를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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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18살이 되고 아직 학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18살이 되고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보호자 부모는 Child Support 
에 해당 자녀가 현재의 학교를 마칠 때까지 

아동지원금 평가를 계속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며, 해당 학교의 졸업 전까지만 

실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지원금 평가가 

종료되면, 사적 합의에 도달하거나 보호자/

부모 또는 청소년이 가족법에 의거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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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장애가 있으며 18세가 되어 
아동지원금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녀의 
다른 부모로부터 계속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법에 의거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교육을 마치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18
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신청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처한 상황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18세가 되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청소년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해 법적 조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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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법적 지원

LawAccess NSW
무료 전화 법무 정보, 조언 및 다른 서비스 알선 
제공.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Legal Aid NSW 사무소,  지역사회 법무 센터,
민간 변호사 및 기타 기관. 1300 888 529로 
전화하세요. 
www.lawaccess.nsw.gov.au�

Legal Aid NSW
NSW의 저희 사무소에서 가족법 조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Legal Aid NSW 
사무소를 찾으려면, 1300 888 529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legalaid.nsw.gov.au/contact-us� 
를 방문하세요.

Legal Aid NSW Child Support Service
아동지원 문제에 관하여 
비밀 보장 독립적 무료 조언

02 9633 9916 (시드니와
메트로 지역) 1800 451 784 (시드니외 지역)

조기개입반(Early Intervention Unit, EIU)

EIU는 Legal Aid NSW의 주 전역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조기에 가족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1800 551 589로 전화하세요.

커뮤니티 법률센터 NSW

커뮤니티 법률센터는 독립적인 비정부 기구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으려면  LawAccess NSW(1300 888 529)로 
전화하거나 www.clcnsw.org.au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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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Society of NSW Solicitor Referral 
Service  
9926 0300으로 전화하거나 
ereferral@lawsociety.com.au� 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Wirringa Baiya Aboriginal Women’s 
Legal Service
애보리지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NSW 주 전역 커뮤니티 법률센터.

9569 3847 또는 1800 686 587로 전화하세요.

Women’s Legal Service NSW 

NSW 여성을 위해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법률 센터. 8745 6988 또는 
800 801 501로 전화하세요 (시골 지역 무료 전화).

First Nations Women’s Contact Line
NSW의 ATSI 여성을 위한 비밀 보장 무료 법률 
정보, 조언 및 추천 제공.
8745 6977 또는 1800 639 784로 전화하세요
(월, 화, 목 오전 10시 – 12�30분)

가정폭력

가정폭력 대응팀

가정폭력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재무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한데 모은 Legal Aid NSW의 
주전역 전담 서비스. 1800 979 529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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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dvocacy and Support Services, 
(FASS)
가정폭력에 영향을 받은 가족 및 가족법 
문제가 있는 가족 지원.
또한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전담 사회 지원 
복지사가 있습니다.
1800 979 529로 전화하세요.
여성을 위한 사회 지원: 1800 11 FASS
남성을 위한 사회 지원: 1300 00 FASS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정보, 법원 
지원 및 의뢰와 ADVO를 얻기 위한 지원. 
1800 WDVCAS 또는 1800 938 227.

Family Violence Law Help
www.familyviolencelaw.gov.au 는 AVO, 
가족법 및 아동보호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법률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Mensline
가정폭력의 남성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화 지원 및 의뢰. 연중무휴. 전화번호
1300 789 978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mensline.org.au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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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he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CFCOA)
FCFCOA 웹사이트 www.fcfcoa.gov.au 또는

National Enquiry Centre(NEC) 1300 352 000
으로 전화하여 법원절차, 양식, 간행물 및

자가 키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재 및 카운셀링

Legal Aid NSW Family Dispute 
Resolution Service
Legal Aid의 중재 서비스. 9219 5118 또는  
9219 5119로 전화하거나  
www.legalaid.nsw.gov.au/fdr을 방문하세요.

Family Relationships Advice Line
1800 050 321
Catholic Care Careline 
131 819 
Community Justice Centres 
1800 990 777
Relationships Australia
가정 분쟁 해결(중재) 
1300 364 277
Interrelate 
1300 473 528

기타 연락처

Services Australia: Child Support
131 272

NSW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137 788 (Service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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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행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이 간행물을 법률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상황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간행물에 수록된 정보는 인쇄 당시에는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wAccess NSW  
1300 888 529에 전화하세요.

This brochure is also available in: Arabic, Dari/
Farsi, Korean, Simplified Chinese,  Spanish, 
Vietnamese� 

 © Legal Aid Commission of 
NSW 2022

브로셔는 온라인으로 : 
www.legalaid.nsw.gov .au/publications
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Legal Aid NSW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저희에게 연락할 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131 450으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에 전화한 다음 (오전 9시 - 오후 5시) 
LawAccess NSW를 요청하세요.

듣기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듣기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National Relay Service (NRS) 
133 677로 전화하거나    
www. relayservice.gov.au 
를 방문하세요

http://www.legalaid.nsw.gov.au/contact-us
http://www.legalaid.nsw.gov.au/what-we-do/workshops/do-it-yourself-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