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분쟁조정 센터(Community Justice Centre)
지역사회 분쟁조정 센터란?
지역사회 분쟁조정 센터(CJC)는 지역사회내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자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던테리토리 주 정부가 설립한 중재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고, 이용하기 쉽습니다.
중재(Mediation)란?
중재란 관계자들이 함께 분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각자 해결방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재를 통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CJC 에서는 훈련된 중재자가 편안하고 격식없는 환경에서 문제와 관련된 이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JC 의 훈련되고 공정한 1 인, 혹은 2 인의 중재자가 중재를 주관하여,
• 분쟁의 문제를 확인하고,
• 해결방안을 찾고,
•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 함께 협력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중재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중재자들이지만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토론되어야 할 문제점들과
합의점을 결정합니다.
중재자들은 공정하고,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는 일이 없으며, 법적인 조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85%이상의 중재가 합의에 도달합니다. 중재는 대부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재회의는 약
2-4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재로
중재로 해결하기에
해결하기에 적합한 분쟁은?
CJC 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쟁문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울타리, 소음, 애완동물, 나무, 재물손상, 부적절한 행위 등 지역사회/이웃간의 분쟁
• 직장내 의사소통문제
• 클럽이나 조직내 회원간 분쟁
• 가족관계 문제
• 민사 문제나 소액 소송문제
• 가해자-피해자 조정
• 기타 다른 분쟁들
중재가
중재가 필요하십니까?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CJC 로 전화하시거나,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에 연락을 주시면 경험많은 저희 직원들이
• 상담을 통해 문제를 들어드리고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타 서비스가 필요하면 타 서비스로 연결해 드리거나
• 분쟁이 중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적합하다면 여러분과 분쟁문제, 또 다른 관련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 여러분의 허가하에 다른 관련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쌍방이 편리한 시간에 중재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중재회의는 일반 근무시간이나, 저녁시간,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중재회의는 지역사회 분쟁조정 센터나 테리토리내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전화를 통한 회의도 가능합니다.
연락처
더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800 000 473
팩스: 08 8981 3812 08 8999 6226
이메일: cjc@nt.gov.au
경우 , 주소:
서면으 로 연락하실
CJC

PO Box 41964
CASUARINA NT 0811
:

직접방문시찾아오
실곳
Building 2B1
15-17 Scaturchio Street
Casuarina NT 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