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법
조기 개입반

더 심각해지기 전에 
법적 문제 해결

Resolving legal issues before they get serious Korean



소개
가족법 조기 개입반 (Early Intervention Unit, EIU) 
은 가족 및 양육법 서비스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는 가족법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조기 
개입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법적 
문제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Legal Aid NSW 의 다른 
가족문제 담당 변호사들과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다른 Legal Aid 상담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과 분쟁관계에 있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 요건
의뢰인이 한 가정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조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를 방문하실 때는 
상담원 또는 지인, 식구 등 신뢰할 수 있는 분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자녀 접견 문제
• 가족 내 자녀 양육의무 조정
• 별거 또는 이혼 후 재산문제
• 자녀 지원
•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문제 (FaCS, 구 DOCS)
•	 무료 법률상담 신청 

저희는 법률지원 신청을 도와드리며, 의뢰인을 
다른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또는 법원 국선 
변호사, 민간 변호사, 가족중재 서비스에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법률 상담 및 정보
• 가족 중재서비스 찾기
• 법률 지원 수혜자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  
 대리인이 될 변호사 찾기
• 법률 지원 신청 지원
• 법원의 국선 변호사 서비스 추천
• 일부의 경우, 서신 작성을 도와드리거나  
 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부기관 또는  
 정부 당국과 연락. 

지역 내 근접 서비스 센터는 1800 551 589 
번으로 전화하여 위치를 문의하거나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
저희 기관에는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뉴사우스웨일스 주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 법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 지원 변호사 제도
저희 변호사들은 가족법 상담과 지원을 
위해 시드니와 NSW 주 전역 30 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센터 지원 
저희는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는 
다수의 가족 관계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어 
중재과정을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분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1800 551 589 
번으로 가족법 조기 개입반에 

전화하십시오.



호주 원주민을 위한 지원
저희는 모든 구제 지역에서 호주 원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 
원주민 서비스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내 서비스 센터 안내는 1800 551 589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분들을 위한 지원 (CALD) 
저희는 많은 장소에서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분들을 위한 가족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시 
통역사 또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법률 교육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과 직장인, 기타 직종 
종사자들에게 가족법과 양육 및 보호에 관한 
지역사회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추천 서비스
저희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Legal Aid 
NSW 와 기타 Legal Aid NSW 서비스에 소속된 
변호사 및 Legal Aid 법원 국선 변호사와 연결해 
주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변호사와 
가족 중재 서비스, 기타 지역사회 및 정부 서비스 
추천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서비스 관련 정보는 1800 551 589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eiuadminstaff@legalaid.nsw.gov.au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가족법 조기 개입반에 문의하십시오. 

청력 또는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중계 연결 서비스 (NRS) 133 677 번

TTY 9219 5126 (센트럴 시드니) 또는
TTY 9747 0214 (버우드)

통번역 서비스 (TIS) 는 무료로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IS 는 모국어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31 450 
번으로 전화하셔서 TIS 에 문의하십시오. 



웹사이트 www.legalaid.nsw.gov.au/publications  
를 통해서 또는 publications@legalaid.nsw.gov.a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9219 5028 번으로 
전화하셔서 간행물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This brochure is available in Arabic, Chinese, Farsi/
Dari, Korean, Spanish, Turkish, and Vietnamese. 

A brochure about EIU services for Aboriginal people 
is also available.

JUNE 2014 / 2014 년 6 월   MNLA60444

사진 법적고지:   
사진 속 인물은 Legal Aid NSW 와 관련 없음.

Legal Aid NSW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LawAccess NSW 는 법률 정보와 추천, 일부의 
경우 상담을 제공합니다.  
1300 888 529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