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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STA와 
함께하며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하기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염려스럽거나 자녀의 어떤 상황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담임 선생님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문제 발생 
즉시 교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단체, 지원 
기관, 또는 본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담당 직원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자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논의해 보았지만 여전히 
걱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하면 해결책 
강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조력을 
받아도 됩니다.

학교마다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학교 측과 대화해 
보려고 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1 단계 – 학교에 대해 알고,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파악
학교 헌장이나 전략계획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학교의 
학습 지원 필요(과거에는 특수교육) 
이행 정책과 불만 처리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과 면담할 시간을 
잡으십시오. 이 사람은 교장이 될 
수 있는데 큰 학교라면 다른 상급 
교사나 교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면담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교사나 교장은 부모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나서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문제를 논의해 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면담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순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귀하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를 개진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제 2 단계 – 준비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메모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구체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귀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믿을 
만한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은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데리고 갈 조력자를 선정하는 
문제 등 학교와 논의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도 좋고, 그 밖에 자녀 
성격과 자녀가 필요로 하는 바를 
잘 아는 사람들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 학습 요구를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모, 보호자, 가족을 
위한 안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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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단계 – 논의
면담 자리에 가면 메모를 하십시오. 
조력자를 대동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나 교장 또한 
누군가를 데려올지 모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가급적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하십시오.

» 자녀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십시오.

» 문제 해결에 집중하십시오.

»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문제 
그 자체와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우려하는 
점이어야지 대화 상대방이 
아닙니다.

» 자녀를 위한 모든 방안과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십시오.

» 학교 측의 입장과 요구, 문제를 
잘 듣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 건설적으로 대화하십시오.

»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화 
통로를 열어 두십시오.

제 4 단계 – 해결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계획의 진척 상황을 
논의하고자 한번 더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과 합의점이 
찾아집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지원 그룹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 그룹과 접촉해 
조언과 지원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육부의 분쟁 해결 절차
(Dispute Resolution Process)에 
따라* 조정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모와 학교 
측이 함께 문제를 풀고, 합의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그 밖에 학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제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
교육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면 조정관의 
지원을 통해 부모와 학교 사이에 
가급적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자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양측 어느 쪽이든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담당 교사나 교장에게 말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운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서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

» 이미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실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육부 조정: 양측이 동의할 경우, 
부모는 교육부에 요청해 전문 
조정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관은 부모와 학교 측이 
대화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교육부 재조정: 조정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부모나 학교는 교육부 재조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조정 절차에서는 처리했어야 했던 
모든 것이 빠짐 없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독립적 중재: 독립적 중재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고, 여기에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재인은 자리를 마련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해결책에 부모와 학교가 합의하도록 
돕습니다.

중재인의 역할은 어느 한 쪽을 
대변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재인은 중간에서 
부모와 학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 분쟁 해결 절차 서비스는 현재 6개 지역(오클랜드, 황가누이/마나와투, 넬슨/말보로/웨스트코스트, 웰링턴, 혹스베이/기스본, 베이오브플렌티/와이아리키)  
단위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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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모와 학교 측은 경로 1 또는 

2를 선택 가능

부모와 학교 측이 교육부 
조정 요청

경로 1 –  
분쟁 해결 절차

경로 2 –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부가 양측의 만남을 주선 및 
조정 

문제 해결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나 
학교 측은 재조정 신청 가능

처리했어야 했던 모든 것이 빠짐 없이 처리되었는지 교육부 교육 이사가 
확인 및 검토

또는
이사가 다른 해결 방안을 

권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양측이 동의하면 이사는 독립적 

중재 절차를 승인

교육부가 부모와 학교를 위해 독립 중재인의 중재를 주선

또는문제 해결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모는 경로 2로 갈 수 있음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제 해결 신청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내림

또는문제 해결됨
부모는 외부 기관(예: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실)에 
민원 접수 가능

부모가 교사와 교장과 
문제 논의

참고:
» 원할 경우, 부모는 언제라도 분쟁 해결 절차(경로 1)를 

중도에 그만두고 학교 운영위원회(경로 2)에 서면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가 이미 사안을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면 
분쟁 해결 절차(경로 1)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부모는 언제라도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실과 같은 
외부 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실에서 사안 검토 후 결정을 
내렸다면 분쟁 해결 절차나 학교 운영위원회 경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문제 제기
학교 운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서는 운영위원회 월 회의 
안건에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있게 
접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고,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부모의 불만사항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면 친구나 조력자를 데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교장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닌 한, 부모는 학교에 마련된 불만 
처리 절차의 모든 단계를 다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민원 제기
부모는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불만 해결 절차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여기거나 이 절차의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교육부의 관할 교육 이사
(Director of Education)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이용해 불만을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해결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모는 언제라도 
인권위원회나 어린이 권익 위원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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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govt.nz

유용한 연락처
교육부:

오클랜드 지역 사무소
전화: 09 632 9400
이메일: enquiries.auckland@education.govt.nz

황가누이/마나와투 지역 사무소
전화: 06 349 6300
이메일: enquiries.whanganui@education.govt.
nz

넬슨/말보로/웨스트코스트 지역 사무소
전화: 03 546 3470
이메일: enquiries.nelson@education.govt.nz

웰링턴 지역 사무소
전화: 04 463 8699
이메일: enquiries.lowerhutt@education.govt.nz

혹스베이/기스본 지역 사무소
전화: 06 833 6730
이메일: enquiries.napier@education.govt.nz

베이오브플렌티/로토루아/타우포 지역 
사무소
전화: 07 349 7399 
이메일: enquiries.BoP-Waiariki@education.
govt.nz

중앙 사무소
전화: 0800 622 222
이메일: Disputeresolution.Process@education.
govt.nz

학생 권익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소
무료 전화: 0800 499 488
http://studentrights.nz/

옴부즈만실:
무료 전화: 0800 802 602
이메일: info@ombudsman.parliament.nz

어린이 권익 위원회:
무료 전화: 0800 224 453 
이메일: advice@occ.org.nz

인권위원회:
무료 전화 0800 496 877
이메일: infoline@hrc.co.nz

자세히 알아보기: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학교를 위한 정보http://www.education.govt.nz/working-with-parents-
to-resolve-problems-about-learning-support

부모를 위한 정보 https://parents.education.govt.nz/resolving-problems-
about-your-childs-learning-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