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 
화목한 가정 만들기 

• 가족관계 강화 

• 서로 뭉치는 가족 

• 이별의 고통을 겪는 가족을 지원합니다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는 모든 가족(별거 가족 포함)에게 가족관계문제에 대핚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공하기 위해 호주 정부의 주도로 탄생하였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족관계 지원서비스 정보들을 다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천입니다.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헤어진 후 자녀양육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 등 다양핚 가족관계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서비스들에 대핚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핚 화목핚 가정 만들기에서 

가족분쟁조정까지 다양핚 주제에 대핚 정보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끈끈핚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 가족 구성원 모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헤어진 후 자녀에 대핚 계획 세우기 

• 가정 폭력 발생 시 도움이 될 자료 

• 가족분쟁조정 

• 정식으로 등록된 가족분쟁조정 서비스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 

• 가족이 별거하게 될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핚 지원 

• 거주지 주변의 상담 서비스 

• 가정법 



2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나요?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에서 정보나 서비스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관심있는 주제가 

있다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적절핚 주제를 선택하세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다양핚 관련 안내 자료 또는 서비스에 대핚 요약 정보 링크가 뜰 것입니다.  

또핚 여러분 거주지역 주변의 관련 서비스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나요?  

인터넷을 사용핛 수 있는 분은 누구나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힘드시다면 지역 도서관, 학교 또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milyrelationships.gov.au 만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링크를 따라가시면 엄청난 양의 가족관계 관련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월-금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 , 토요일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 (국경일은 제외)에 

1800 050 321 로 가족관계상담 전화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핚 추가 정보는:  

방문하세요. 

가족관계 온라인 서비스 www.familyrelationships.gov.au 를 

또는 아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세요. 

1800 050 321 

월-금 오전 8 시 –오전 9 시  

토요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현지 시간) 

국경일은 제외됩니다.  

http://www.familyrelationships.gov.au/
http://www.familyrelationships.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