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후에…  행복하게 

 

결혼관계 증진 
 

결혼전: 결혼교육 

견실한 관계는 삶의 변화와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능숙한 의사전달 기술과 건전한 관계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전 교육은 평생동안 결혼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커플들로 하여금 결혼을 준비하게 합니다.  예전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로 인해 

결혼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는 코스들도 있습니다. 
 

결혼 중: 가족 상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쉬운것은 아닙니다.  관계문제는 살면서 

어느때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상담으로 자녀와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 또는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결혼기간 중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사는 여러분이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감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파경: 가족 분쟁 해결 

가족 분쟁 해결 (FDR)은 별거하는 거플이 부동산,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양육분쟁을 겪고 있는 별거 가정은 FDR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해야 합니다. 
 
공인 FDR 전문가는 여러분이 문제를 논의하고, 옵션을 강구하며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 계획을 세워 

자녀들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FDR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커플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자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familyrelationships.gov.au 에서 

가족 관계 온라인(Family Relationships Online)을 방문하거나, 

가족 관계 상담 라인(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에 1800 

050 32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혼인법 1961의 42(5A)항과 혼인조례 1963의 39A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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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중요합니다. 
 

 

주례가 여러분에게 이 문서를 주는데, 결혼 결정이 커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자신, 배우자, 가족에게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 서류는 여러분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 호주에서의 결혼 과정 

• 결혼으로 발생하는 몇가지 중요한 법적인 결과 

• 결혼교육, 가정상담 또는 불화 해결등과 같은 관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호주에서의 결혼 
 

호주에서, 결혼은 결혼법 1961 (the Marriage Act 1961)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결혼 절차와 유효한 결혼의 법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사전 통지서(Notice of Intended 

Marriage)를 작성하여 결혼전 적어도 한달 전에 

(18개월까지) 여러분의 공인주례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는 주례에게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증거자료, 신분증 및 이혼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두사람 모두 ‘결혼에 법적 문제 없음 신고서Declaration of no 

legal impediment to marriage)’에 서명해야합니다.  신고서에 

서명하므로서, 여러분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이고 여러분의 

결혼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혼식날에, 주례는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주례는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 증인들에게 3장의 결혼증명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결혼식후, 주례는 결혼은 결혼이 거행된 주의 출생, 사망, 결혼 
등기소에 등록합니다. 

호주에서의 결혼: 

반드시 알아야할 몇가지 주요사항 
 
건강 및 복리후생 

여러분이 건강이나 복리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결혼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여러분의 혜택에 변경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만약 결혼 후 합당한 

기간 내에 결혼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혜택이 상실되거나 벌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변경 

결혼 당사자가 배우자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하면 

반드시 배우자의 성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성을 따르기를 원할 경우, 해당 주의 출생, 사망 결혼 

등기소가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서류(예, 면허증)에 결혼 후 성으로 변경하는데 충분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결혼식날 받는 증명서는 의식 절차 상의 서류이므로 여권국과 같은 많은 

정부 기관의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시민권 

호주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호주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민 국경보호성의 웹사이트 

www.immi.gov.au에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여러분의 유언장 작성시, 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한 

결혼을 하면 모든 과거의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유효한 유언장을 갖게 되고, 이로서, 사망시,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도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 또는 변경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세금 

결혼하면 세금납부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혼전에 호주 국세청,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연락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