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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관계에서 떠나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양육권과 방문권에 관한 정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했다면, 떠나려고 할 때 떠나기가 더욱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당신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을 보호하길 원할 것 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센터(Women’s Centres), 임시
쉼터(transition house), 경찰, 법
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자(Legal 
Advocates), 법률 서비스 협회(Le-
gal Services Society)의 법률상담
서비스(Legal Aid), 변호사들로부터 
도움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란 무엇인가?
학대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합합니다 :

신체적으로 고통을 • 
주는 것 (예, 힘으로 
민다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거나,발로 
차는 행위)

당신에게나,• 
아이들에게나, 혹은 
애완동물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당신의 물건을 • 부수거나 
파손하는 것 

모든 돈을 •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것 

당신이 친구나 가족을 •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제지하는 것

당신의 남편이나, • 
파트너에 더욱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행동들

YWCA_Leaving_v6_Korean.indd   3 12/17/2008   11:29:17 PM



학대관계에서 떠나기: 양육권, 주 거주지, 방문권, 보호자권리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성 센터와 임시쉼터(Women’s Centres and 
Transition Houses)

여성센터는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시쉼터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센터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인들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인들은 
변호사가 아니고, 가정법률에 관해서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이라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인들은 당신이 학대관계를 떠나는 과정 
동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쉼터나 여성센터를 찾거나,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인들을 찾으시려면, 피해자링크(VictimLINK) 
무료장거리전화 1 800 563 0808로 전화하십시오.

경찰

긴박한 위험상황에 있다면, 9-1-1에 전화하거나, 전화번호부 
책 앞에 나와있는 경찰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어떤 도시에는, 경찰서에 가정폭력담당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전화 할 때,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해 줄 
가정폭력담당과 직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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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서비스(Legal Aid)

법률상담서비스는 법률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를 통해서 비씨 주 전역 
여러 개의 사무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담서비스에 전화할 때 
장거리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우선 Enquiry 
BC에 전화해서 원하는 사무소로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무료전화):

빅토리아와 밴쿠버 외곽지역: 1 800 
663 7867 (무료장거리전화)

빅토리아: 250 387 6121

밴쿠버: 604 660 2421

법률상담서비스에 전화 할 때, 전화 받는 
사람에게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그리고/
혹은 자녀)을 학대했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법률상담서비스에서는 이혼수속을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변호사가 당신이 안전하게 지내고 
또한/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편이나 파트너를 만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받게 도울 것입니다  

만약 법률상담서비스에서 당신을 도울 
수 없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인에게 전화하십시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4페이지 참조)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 한 번에 
큰 돈(예, 집을 판 후)을 받았다면, 
법률상담서비스에서 당신에게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주의: 법률상담서비스에서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새로운 폭력이나 학대, 이전보다 
적은 돈, 더 두려워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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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대관계를 떠나려고 하는데,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적어도 
한번은 변호사와 의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비쌀 수 있으나,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  :

친구나 가족들에게 추천할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는 지 • 
물어보십시오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자 혹은 임시쉼터에 전화해서• 
(4페이지 참조) 학대관계를 떠나는 여성들을 돕는 
변호사가 있는 지 물어보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다면, 법률서비스 협회
(Legal Services Society)의 법률상담서비스(Legal Aid)
에 전화하면 무료 변호사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 
변호사(Family Duty Counsel)혹은 “무료 법률상담(“pro 
bono”)프로그램 중 하나에도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엑세스 저스티스(Access Justice) (604 878 7400 혹은 
무료장거리전화 1 877 762 6664), 구세군(the Salvation 
Army) (604 694 6647), 혹은 무료법률상담 전화(Law Line) 
(604 408 2172 혹은 무료장거리전화 1 866 577 2525)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면, 영어로 대화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일할 때를 위한 조언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변호사와 • 
처음 만날 때 가져가십시오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시키십시오: 당신 혹은 자녀에 대한 학대; 목격자 혹은 
병원기록, 금융정보와 같은 학대의 증거 

양육권, 방문권에 관한 문제들을 날짜와 목격자와 함께 노트에 • 
기록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면 할 질문목록을 
작성해 놓으십시오  

변호사와 이야기 할 때는 차분한 태도로 임하고 문제에 관해서만 • 
집중 하십시오  – 변호사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사람도 상담자도 
아닙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에게 하는 전화통화를 최소화하십시오   – 모든 • 
통화에 대해서 변호사비가 청구되며, 당신이 법률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통화들은 당신의 법률상담서비스 시간들로 
계산됩니다   

변호사, 남편 혹은 파트너 그리고 상대방 쪽 변호사에게 받은 • 
모든 편지들의 복사본과 법원명령서류의 복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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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당신의 안전이 염려가 된다면,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혹은 평화협정(peace bond), 혹은 접촉불가명령
(no-contact order)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조)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이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대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혹은 변호사 없이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당신의 상황에 대한 사실들을 듣고, 
금지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에게 남편이나 파트너가 금지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도록 “경찰 강제집행 조항(“police 
enforcement clause”)을 넣을 수 있는 지 물어보십시오   

평화협정(peace bond)• 은  폭력이나 학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명령의 일종입니다  즉,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연락을 하면, 경찰 
측에서 판사나 주 법원의 치안판사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평화협정은 캐나다 전역에서 일년간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촉불가명령(no-contact order)• 은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에 판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접촉불가명령은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 그리고/혹은 아이들을 보거나 말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금지명령, 평화협정, 접촉불가명령을 신청해 
받았다면, 반드시 명령서류의 복사본을 만들어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과 아이들의 가방에 하나씩 넣어두십시오  또한 
명령서류의 복사본을 아이들의 학교, 데이케어에 제출하고, 
선생님이나 책임자에게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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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법원은 당신이 TV에서 보던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 다른 종류의 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혼수속을 하기를 원한다면, 비씨 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BC)에 신청해야 하고, 자녀의 양육권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주 가정법원(Provincial Family 
Court)이나 대법원(만약 양육권이 이혼수속의 한 부분이라면)
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갈 때마다 당신의 상황은 새로운 소송사건으로 
다뤄질 것 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한 법원에서 판결된 일들이 
다른 법원에서 그대로 고려되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형사법원에 이미 접촉불가명령을 
신청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 갔을 때 당신이 
형사법원에 제출한 사실들을 가정법원판사에게 다시 말하지 
않는 한, 판사가 이전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법원

형사법원은 범죄사건의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을 위협했거나 고통을 준 
행위를 했던 것)  당신 스스로가 형사법원에 형사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경찰 측에서 승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검사(Crown Counsel, 정부에서 일하며 형사법을 맡고 
있는 변호사) 에게 전달합니다  

법정에 갈 때를 위한 조언
법정에 친구, 가족, 다른 도움을 줄 사람과 함께 가십시오  • 

복장으로 판단을 당할 수 있으니, 법정에 갈 때는 보수적인 • 
복장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를 해 놓고, 나중에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법정용어를 • 
배우십시오  

• 차분한 태도로 임하고, 감정을 많이 들어내지 마십시오  • 
남편이나 파트너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더라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받거나, 증언을 할 때, 간결하게 대답하고, 판사에게 • 
대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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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형사소송에서는, 당신은 검사를 돕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판사는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 그리고/
혹은 아이들을 보거나 말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 판사는 양육권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주 가정법원

주 가정법원에 양육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주 가정법원에서는 소송비나 신청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거나,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송진행은 대법원에서보다 쉽고, 격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되므로,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서는 
경우에도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주 가정법원에 양육권과 방문권을 신청하는 부모들은 이혼 후 
자녀양육(Parenting After Separation)과정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파트너와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이혼을 하고 재산(당신과 남편 혹은 파트너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들, 집, 차, 돈, 투자 같은 것들)을 분배하기를 
원한다면, 대법원에 가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일부로 양육권도 판결할 것입니다  

대법원 소송은 더 어렵고, 더 많은 규칙들이 있으니,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비와 소송비도 내야 하나, 만약 
충분한 돈이 없다면 “지급불능상태(indigence status)”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를 신청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법원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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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양육권, 주 거주지, 방문권, 보호자권리

용어설명

양육권(custody)• 을 가진다는 것은 매일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동양육권(joint custody) 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두 부모가 양육권을 나눠서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양육권이라 하더라도 보통 
아이들은 주 거주지를 소유한 한 명의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부모와는 약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방문권(Access)• 이란  아이들이 주 거주지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권은 전화통화, 화상통화시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이들이 남편이나 파트너와 혼자 남겨두기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법원에 방문감독(supervised 
acces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감독이란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방문할 동안 누군가가 
옆에서 감독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친구, 믿는 
친척 혹은 전문기관에서 나와 보수를 받고 감독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방문감독은 보통 짧은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감독이 일정기간 동안 잘 이루어지면, 
남편이나 파트너는 감독 받지 않는 방문권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보호자권리(guardianship)• 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가야 할 지 결정하는 
것, 어떤 종교를 선택할 지, 어떤 종류의 의료치료를 
받을 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동보호자권리(joint guardianship)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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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주 거주지, 방문권, 보호자권리를 어
떻게 가지는가?

 
누가 양육권, 주 거주지, 방문권, 보호자권리를 가지는 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엄마가 자동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 이외에, 양부모, 조부모(만약 아이가 
성장하는데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왔다면)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양육권과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를 통해 아이가 잘 양육되고 
있는 지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가족개발부는 
아이가 직접학대를 당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들의 아빠와 • 결혼한적, 함께 산 적이 
없으며, 아이들과 계속해서 살았다면, 당신은 단독 
보호자권리를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진다는 법원명령이 없는 한)

각각의 경우가 다르지만, 만약 한 명의 부모가 • 
관계파탄이전에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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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양육했다면, 보통은 그 부모가 주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다른 한 부모는 판사가 명령하는 
빈도에 따라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매우 어리다면(5세 이하), 보통은 여러 번의 짧은 
방문이 허용됩니다  더 큰 아이들의 경우는 좀 더 긴 
방문이 허용됩니다  (예,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주말 같이 
보내기, 방학기간 중 일부 같이 보내기)

어떤 부모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해 • 
함께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공동보호자권리에 동의한다면, 판사마다 • 
공동보호자권리에 대해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써서, 
법원명령에 추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면, 공동 보호자권리의 “조이스모델(Joyce 
model)”에 따르면, 두 부모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때 주 거주지를 가진 부모가 최후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스티스 혼 모델(Justice 
Horn model)”은 두 부모가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이 법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우호적인 부모 법칙(The Friendly Parent rule)”
이란 만약 판사가 두 부모 모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한 부모에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더 잘 허용할 것 같은 부모가 주 거주지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해쳤거나 
해칠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감독방문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우호적이지 않은” 
부모로 비춰질 수 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자체는 양육권판결에 있어서 •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법정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게 판단됩니다  판사는 증거자료들을 보고, 무엇이 
아이들에게 최상인지를 판단할 것 입니다  판사는 
부모들에게 무엇이 최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무엇이 아이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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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최상이 되는 것(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란?

비씨 주에서 판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무엇이 아이들에게 최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것 입니다 :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사랑과 • 

유대관계(예  조부모, 선생님들, 친구들) 

아이들의 교육과 훈련 (예  안정적인 학교출석과 과외 • 

특별활동에 참여기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의 능력• 

큰 아이들의 경우(12세 이상),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 • 

판사들은 심각하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부모의 

“나쁜 행동”을 고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예  만약 아빠가 

알코올중독자라고 해도, 아빠가 아이들을 방문할 때 술을 마시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 입니다 ) 

판사는 부모가 요청한 아이와 보내고 싶은 시간보다 더 많이 부모가 

아이를 보도록 명령하지 않을 것 임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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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학대관계에 있다면, 관계를 떠난 후에도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며 살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떠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 만약 아이들을 
남편이나 파트너와 함께 남겨둔 채 떠난다면, 아이들을 
다시 찾기가 힘들 것 입니다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짧은 편지를 남겨놓으십시오.•  (
그리고 가능하면 복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 편지에 
당신이 떠난다고 알리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연락처를 써 놓으십시오  (예  당신의 부모님 이나 친구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 

편지에, 당신이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가정분쟁 조정원(family justice counsellor)과 만나기 
원한다고 적으십시오  

이런 편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이 아이들과 “
사라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응급제재 
양육권 명령(ex parte 
custody order) (다음 
페이지 참조)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가 
응급제제 양육권 명령을 
받는다면, 법원에 다시 
갈 때까지 아이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가정분쟁조정원들은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정보, 중재, 단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분쟁조정원을 찾으시려면, 
Enquiry BC 무료장거리전화 1 800 663-7867로 
전화하십시오 )

동부 다운타운 주민협회
(Downtown Eastside 
Residents Association)
에서는 광역밴쿠버에 사는 
여성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음성메세지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04 682 093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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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제재명령(Ex Parte Order)

응급제재명령(ex parte order)이란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받는 응급 임시 양육권 
혹은 제재명령입니다  당신 혹은 남편이나 파트너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매우 심각하고,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가정법변호사(Family 
duty counsel)는 주 정부 법원 밖에서 일하며 가정법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정법변호사 사무소 위치나 
운영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씨주 법률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 of BC)무료장거리전화 1 866 577 2525로 
전화하십시오 

응급제재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왜 본인이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지, 왜 다른 쪽 부모에게 명령에 대해서 통보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지에 대해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응급제재명령을 할 것을 거부하면, 당신은 “짧은 허가(short 
leav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허가란 당신이 법원명령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판사에게 당신이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통보할 수 있는 이틀의 
기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응급제재명령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혹은 법원에서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구하십시오.•  법적인 조언을 
해 주는 대변자, 임시쉼터, 혹은 여성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4페이지 참조) 추천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요청하십시오  저소득층이라면, 
법률상담서비스(Legal Aid)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에 전화하십시오  (
페이지 5의 Legal Aid박스 참조) 

양육권과 방문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 
법원에 가십시오. 법원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들을 다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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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Mediation):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까?
법원에 가는 것이 판사로부터 법원명령을 받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이나 파트너, 때로는 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중재를 제안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기 전에, 중재가 본인의 상황에 
최상의 선택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에, 중재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싸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관계가 있었던 경우, 중재는 남편이나 파트너가 
그 학대를 지속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가 함께 살 때부터 당신을 잘 대우하지 
않았다면, 중재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 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중재회의에 가면, 남편이나 파트너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재는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파트너는 중재시간을 이용해 
당신을 더 두렵게 만들거나 당신이 그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압력을 가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중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게 되어 당신이 매우 불리할 거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에 참여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기에 
불편하다면, 제시된 
동의서의 복사본을 
가져와서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중재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파트너가 소송을 
걸어 법정에 가서 합의한 
것을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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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법원명령을 받기 전에 아이들이 남편이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나요?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해치거나, 아이들과 만난 후에 
아이들을 돌려보내 지 않을 위험이 크다면 법원명령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법원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남편이나 파트너를 만나게 했는데,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다면, 경찰에서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찾으려면 법정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면,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아이들과 전화나 화상통화, 
혹은 이 메일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법원명령이전에 아이들을 남편이나 파트너를 만나도록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종이에 싸인하라고 요청하십시오 :

그는 아이를 방문권으로서 만나고 있다  •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날짜와, 정확한 시작과 끝나는 • 
시간

만약 아이가 약속한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 
서류를 사용해 “당신의 양육권에 대한 동의명령, 혹은 
기존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임시응급제제명령과 
아이를 돌려보낼 것에 대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다 (“an order by consent for custody to you, 
or for an ex parte application for interim without 
prejudice custody order and return of the child ”)(이 
문구를 그대로 적어 넣으십시오 )

가능한 한 이 서류를 공증인에게 가져가서 공증을 
받으십시오  (공증인을 찾으려면 전화번호부 책의 “
공증인(notary public)”란 밑에 전화번호를 찾으십시오  
공증비는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 서류와 함께 당신의 
신분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져가고,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서 싸인을 하자고 하십시오 (안전이 
염려가 된다면, 친구와 함께 가십시오 )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서, 남편이나 파트너는 판사가 문서화된 합의서류를 
볼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러한 합의문서는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아이들을 반드시 돌려보낼 것 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싸인한 합의문서를 들고 변호사나 법원에 있는 
가정법변호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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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떤 부모와 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12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결정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을 분쟁의 중심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사가 
가정분쟁조정원이나 심리학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지 의견을 묻는 경우, 아이들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말한 것이 보고서에 기록될 수는 
있습니다  

판사가 남편이나 파트너가 나를 해쳤기 때문에, 그가 
아이들한테도 위험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비씨주의 판사들은 아이의 양육권과 방문권을 결정할 때, 
당신에 대한 남편이나 파트너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판사들은 학대가 당신의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과 남편/
파트너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라도 꼭 
판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판사의 결정에 폭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들을 해쳤다면, 판사가 방문권을 
허락할까요?

보통 판사는 당신이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를 해쳤다는 
매우 설득적인 증거(예  과거에 아이를 해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최근 아이를 해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거나)
를 제출하기 전에는 방문권을 허락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다른 누군가(예  선생님 혹은 의사)에게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자신을 해쳤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의 증거가 
학대를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판사가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방문권을 
허락할 수 도 있습니다  판사는 방문감독을 명령하고 그리고/
혹은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상담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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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권 교환(Access Exchange): 안전수칙

어떤 남자들은 방문권 교환 시(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 줄 때), 
그 시간을 학대를 계속하는 기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로 한 시간이나 데려가기로 한 • 
시간에 대해 거짓말 하기  

다시 재결합하는 것, 학대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려고 • 
하거나,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슬프고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 
자극하는”것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 준 후에도 당신의 집까지 따라오는 • 
것 

만약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목격자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방문권 교환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쇼핑몰에서 만나서, 당신은 위에, 
남편이나 파트너는 밑에 있고, 당신이 아이들을 에스컬레이터에 
태워서 내려 보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쁜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목격자로 친구나 가족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방문권 교환을 하던 간에, 남편이나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간단한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에 관한 다른 필요한 
정보들은 이메일이나 노트를 사용해 전달하십시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가 집까지 따라올 것이 걱정된다면, 우선 다른 
곳에 가서 남편이나 파트너가 그 곳까지 따라왔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남편이나 
파트너에 대해 제한명령이 있는데도 계속 따라온다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약속된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작은 물건을 사서, 예를 들면, 커피를 사서, 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위험하거나 큰 마찰이 생긴 상황에는, 판사가 방문권교환 감독
(Supervised Access Exchange)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자가 존재해서 한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른 한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개자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기관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일수 도 있습니다  

방문권교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여성센터, 혹은 임시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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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이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가 아이의 정서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아이가 안전할 
수 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예  아이들에게 본인이 학대 받고 •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 

과잉반응하기 (예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타내지 않도록 • 
조심하십시오 )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혼내는 것 • 

아이에게 너무 자세하게 묻거나, 경찰조사나 아동보호조사에서 •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도질문을 하는 것,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예  “아빠가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졌니?” 
“아빠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니?”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니?”) 

해야 할 행동:

아이들이 학대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한 것을 격려하고, • 
아이들이 당신에게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십시오  

학대가 일어난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도울 • 
것임을 인식시켜주십시오  

비씨 주 어디에서나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 
Family Development) 310 1234 (지역번호 누르지 않아도 
됨)에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당신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움을 • 
줄 누군가에게 학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설명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사회복지사나 경찰관에게 학대에 대해 사실대로 • 
말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아동도움전화(Kids 
Help Phone) 무료장거리전화 1 800 668 6868로 전화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멍 같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 
의사에게 데리고 가십시오 (가능하면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좋지만, 워크-인 클리닉 의사도 괜찮습니다 )  
의사에게 멍이 그냥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학대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아이의 의료기록에 상처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료기록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상의하면, 변호사가 당신이 방문감독을 신청할 만 • 
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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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편이나 파트너가 아이를 방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지 않은 채로 다른 부모가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방문을 막는다면, 
남편이나 파트너가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아이들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을 법원명령 없이 
막았다는 이유로 주거주지 지정이나 양육권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문할 때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가 명확하게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한 
채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간다든지 하는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아이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같은 날 저녁에 
전화통화로 아이들과 대화할 것과 같은 다른 방문제안을 
하고, 즉시 변호사(혹은 가정법변호사)에게 연락해서 “
방문제한을 하는 임시명령(interim order to suspend 
access)” 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이 명령은 판사가 
다른 부모가 임시로 아이들을 방문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

아이들이 다른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아이들이 꼭 가야 하나요?

12세 이하의 아이들의 의견은 방문권합의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당신의 남편이나 파트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원(예  학교상담선생님)에게 왜 아이들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지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보통 부모가 하는 말은 판사에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내용을 대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이 저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대를 목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당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Children Who Witness Abuse program)에 연락하면 
무료로 아이들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씨/유콘주 
임시쉼터 연합회(BC/Yukon Society of Transition Houses)
에 604 669 6943로, 혹은 무료장거리전화 1 800 661 1040
로 전화하시거나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아시려면 웹싸이트 www.bcysth.ca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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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파트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나요? 

법원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못 보게 한다는 이유로 아빠가 
양육비 지급을 멈출 수 없고, 반대로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의 방문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와 방문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는 
양쪽의 부모와 만나고, 금전적으로도 지원받을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대변자(legal advocate) 나 변호사에게 가족부양 강제실시 
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에 
어떻게 등록하는 지 문의하십시오 

판사가 섹션 피프틴 보고서 (Section 15 Report) 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섹션 피프틴 보고서는 판사가 어떤 양육권과 방문권 합의가 
아이에게 가장 좋을 지 결정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판사에 의해 요청됩니다  당신이나 남편이나 파트너 
또한 판사에게 섹션 피프틴 보고서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피프틴 보고서 인터뷰를 위한 조언
평가를 담당한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을 • 
평가하고 법원에 추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보수적인 복장을 하십시오  • 

명확하게 대화하십시오  • 

차분하고, 침착하며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십시오  지나치게 •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남편이나 파트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되, 아이들 문제에 • 
집중하십시오 

학대문제에 대해 말할 때 목격자들과 같은 증거를 •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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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분쟁조정원(Family justice counsellors)들이 보고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돈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률상담서비스(Legal Aid)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정분쟁조정원이나 
심리학자들은 당신과 남편이나 파트너, 그리고 아이들을 각각 
따로 만나서 평가하고, 한쪽의 부모와 아이들을 함께 한 번 
평가하고, 또 다른 한 쪽의 부모와 아이들을 함께 평가할 것 
입니다  때로는 보고서 작성을 맡은 사람들이 각각 부모의 
집을 방문해 집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는 당신을 
평가하기 위해 당신에게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친구들, 친척들, 선생님들, 데이케어 
직원들에게 당신의 가족에 대해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이 보고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맡은 사람들이 당신과 남편이나 파트너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가 받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는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분쟁조정원이나 심리학자가 남편이나 
파트너와의 인터뷰만으로는 그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섹션 
피프틴 보고서가 당신의 상황에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그리고 만약 보고서를 준비한다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나 파트너가 자신이 “부모따돌림 증후군(parental 
alienation syndrome)”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남편이나 파트너가 자신이 부모따돌림 증후군의 
피해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당신이 아이들이 남편이나 
파트너를 싫어하고 “따돌리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한 부모가 아이가 다른 한 쪽 부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두렵기 
때문에 폭력적인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이 남편이나 파트너를 따돌리도록 만들었다는 

YWCA_Leaving_v6_Korean.indd   23 12/17/2008   11:29:19 PM



학대관계에서 떠나기: 양육권, 주 거주지, 방문권, 보호자권리24

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남편이나 파트너를 
싫어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 앞에서 
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가 “아빠가 무서워”라고 말하면, “네가 너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 혹은  “네가 아빠를 
무서워하는 구나 ”처럼 아이가 한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십시오  

또한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과 이야기 
하고 싶은 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원)  

만약 당신이 아이들이 남편이나 파트너를 따돌리도록 
만든다고 보여지면(만약 섹션 피프틴 보고서 인터뷰에서 
아이가 “엄마가 아빠는 매우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 판사가 당신이 불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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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십시오. :

학대 받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처리하기에 일이 
너무 많아지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은 
문제들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여성센터, 임시쉼터에서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가정법에 관한 다른 정보와 출판물을 보시려면 웹싸이트 
familylaw.lss.bc.ca를 방문하십시오  — 웹싸이트에는 
초청이민, 가정폭력, 원주민문제 같은 다양한 가정법에 관한 
정보와 팜플렛이 각종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모국어로 다양한 자원을 접하려면 모자익 비씨
(Mosaic BC) (www.mosaicbc.com) 혹은 밴쿠버 
가족서비스 사회(Vancouver Lower Mainland Family 
Services Society) (vlmfss.ca/Resources.html)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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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관계에서 떠나기: 양육권, 주 거주지, 방문권, 보호자권리26

체크리스트:

떠날 때 가져가야 할 것들

❑ 출생 증명서 (본인 것과 
아이들것)

❑ 사회보험카드(Social 
insurance cards)

❑ 운전면허증 과/혹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여권

❑ 영주권 카드/영주권 종이/
비자

❑ 본인과 아이들과 관계된 
모국에서 가져온 서류

❑ 혼인 증명서

❑ 양육권 명령서류

❑ 법적인 보호명령, 
금지명령서류

❑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증명서류

❑ 모든 가족들의 
의료기록서류

❑ 아이들의 학교서류

❑ 투자서류/기록과 
은행계좌번호

❑ 임대계약서/리스 혹은 
집문서

❑ 자동차소유증명서, 등록 
그리고 보험정보

❑ 현금

❑ 신용카드

❑ 현금인출(ATM) 카드

❑ 체크 북 그리고 은행통장

❑ 집열쇠, 자동차키, 
은행금고열쇠 혹은 
메일박스열쇠

❑ 전화카드

❑ 핸드폰

❑ 주소록

❑ 본인과 아이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한 
달치 분

❑ 처방전의 복사본

❑ 보석과 팔 수 있는 작은 
물건들

❑ 사진들(법률서류를 
배우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의 사진을 꼭 
가져가십시오 )

❑ 기념품, 유품

❑ 아이들의 보물(예  
봉제인형 혹은 특별한 
담요)

❑ 본인과 아이들이 입을 
옷들

남편이나 파트너가 당신이 어느 곳으로 떠날 지 조사해봤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의 히스토리( history)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당신이 임시쉼터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본 
경우)  히스토리를 어떻게 삭제하는 지 모르면, 구글 www 
google com 로 가서 검색창에 “히스토리 삭제하는 법(how to 
clear your history)”을 입력하십시오 

YWCA_Leaving_v6_Korean.indd   26 12/17/2008   11:29:19 PM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YWCA 밴쿠버

YWCA 밴쿠버 법 교육가 
(YWCA Vancouver Legal Educator)  

싱글 맘들의 지원서비스  
Single Mothers’Support Services  

 
다른 기관들

엑세스 저스티스 (Access Justice)   

 
ATIRA 여성의 자원 서비스  
(ATIRA Women’s Resource Services)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서비스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 
 
가정법 변호사  
Family Duty Counsel   

가족정의 서비스  
Family Justice Services  
 

법률서비스협회  
Legal Services Society  
 
모자익 (MOSAIC)  

 
비씨주 무료법률상담(Pro Bono BC)  
 
구세군 무료법률상담  
Salvation Army pro bono       
 
South Fraser Women’s Centre     
 
밴쿠버 가족서비스 사회  
Vancouver Lower Mainland  
Family Services Society 

604 734 5517 x 2235

 
604 895 5797

 
604 878 7400 
 
 
604 331 1407 
 
 
604 687 1868 
 
 
604 660 1508

 
604 660 2084 
 
 
604 408 2172 
 
604 254 9626

 
604 893 8932 
 
 
604 694 6647 
 
604 536 9611 
 
 
 
604 43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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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밴쿠버는 등록된 자선단체로, 여성과 가족들,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육과 
양육에서부터 주택, 건강과 체력, 고용서비스와 리더십까지, YWCA 밴쿠버는 
광역밴쿠버의 모든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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