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자를
위한
법률 정보
안내지
조정이란?

가사 조정이란
무엇인가?
조정(mediation)은 가족 갈등을 다루는 실제적이고 경제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절차입니다. 조정 시 양측은 중립적인 조정자의 도움으로
이견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정이 왜 필요한가요?
•

조정은 돈이 절약됩니다.

•

조정은 법원 소송에 비해 더 빠릅니다.

•

조정은재판의 대안으로서 재판보다 더 비공개적이고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

조정은 집행 가능한 합의 계약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이란? 가사 조정(family mediation)은 부모가 별거나 이혼을 겪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 가사 조정을 도울 수 있나요? 가사 사건 상담사(Family Justice Counselor)와 BC 조정
협회(Mediate BC)는 별거나 이혼을 겪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 상담사란? 가사 사건 상담사는 부모가 자녀 양육 시간과 자녀 양육비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도록 돕는 공인 가사 조정자(family mediator)입니다.

가사 사건 상담사와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부모의 책임(누가 자녀와 살 것인가, 자녀가
각 부모를 언제 만날 것인가,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등)을 정해야 하는 경우 가사
사건 상담사와 상의해도 됩니다. 제공 서비스는 무료이며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가사 사건 상담사에게 어떻게 연락하나요? BC 주 정부 안내(Enquiry BC)에 604-6602421 로 연락하여 가까운 가정 사법 센터(Family Justice Centre)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또는
웹사이트 www.Clicklaw.bc.ca 에서 Family Justice Centres 를 검색하십시오.

BC 조정 협회란? BC 조정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분쟁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라 BC 주에서 조정을 수행하는 가사
조정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ediateBC.com 에 유자격 가사 조정자 명부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정자는 시간당 또는 일당 요금을 청구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대개
더 빠릅니다.

BC 조정 협회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전화 604-681-6050 / 1-800-713-0433 웹사이트 www.MediateBC.com

가사 조정자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조정의 기본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

조정 시 준비를 잘하고 예의를 지키며 정직해야 득이 됩니다.

•

회의 전 시간을 내서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기록하여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

협상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시오. 창의적인 해결책을 궁리하여 좌절과 의견 충돌을
방지하십시오.
o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설명과 이유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o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스스로 제안할 준비를 하십시오.
o 양측이 서로 양보해야 하고 합의가 서로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

다음 서류도 회의에 가져가야 합니다.
o 현재 자녀 양육 계획 요약서
o 법원 명령 및/또는 날짜
o 합의서
o 소득 명세서/개인 소득세 확정 통지서
o 투자/부채 및 금융 정보
o 부동산 감정 평가서
o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변호사가 있는 경우)

•

자녀를 위한 보육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녀를 회의에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영어를 못하거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경우, 통역을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도 되며 아니면 BC 주 번역사
통역사 협회(Society of Translators & Interpreters of BC)에 연락하십시오: 604-684-2940 또는
www.STIBC.org.

이 정보 안내지의 제작은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