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SAIC BC LAW FOUNDATION OF BC

유학생을 위한 
안전 접근성 강화

법률 교육과
성폭력 인식, 

지역 사회 정보와 자료



모자익(MOSAIC) 및 강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MOSAIC은 비영리 기관으로 1976년부터 이민자, 이주자, 난민, 새 정착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왔습니다. MOSAIC은 취업 서비스와 정착 서비스, 언어 서비스, 문화 간 역량 훈련, 상담 서비스,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와 자료는 유학생을 위한 안전 접근성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개발되었으며, 
BC주의 외지고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취약한 유학생들이 법률 교육과 성폭력 인식, 지역 사회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유학생의 성폭력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에 대하여 이런 동일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 제공업자의 인식을 고취하고 이 그룹이 유학생을 더 잘 
지원하도록 법률 교육과 문화적 겸손을 갖추게 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유학생과 휴학 요청
유학생은 외국 국적자로 
임시 거주자이거나 
난민 신청자, 이민 
신분이 없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업 
허가와 학생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허용 가능 휴학 또는 등록 연기 기간은 150일입니다. 지정 학업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에서 휴학 증빙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IRCC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생은 휴학 기간에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학 기간이 150일을 초과하면 캐나다를 떠나도록 요구받거나 체류 신분을 
방문자에서 취업자로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된 휴학 사유의 예들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의학적 질병 또는 부상
• 임신
• 가족 응급 상황
•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
• 동일 기관 내 학업 프로그램 변경, 정규 방학 기간 외
• 퇴학 처분 또는 정학(심각도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일 연기 – 등록 연기

IRCC는 성폭력을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관련 정신적  
외상은 생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폭행은 휴학 사유 1 “의학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원치 않는 비동의 성적 행동이나 
성행위, 위협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은밀한 이미지  
비동의 공개

성폭행
성폭행은 비동의 성적 접촉/활동으로 그러한 
활동을 위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리적 힘의 
사용이나 협박, 강압, 신뢰 또는 권위적 지위의 
남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밀한 이미지/비디오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판매, 게시(예: 타인의 나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은밀한 이미지/비디오의 배포는 다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제 162조

은밀한 이미지/비디오
• 성기 부위 노출
• 항문 부위 노출
• 유방 노출
• 성적 활동 참여



동의란 성적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열정적인 자유 의사로 주는 
합의입니다

동의를  
받았나요?받았나요?
동의 점검 목록 법적 동의

약물/알코올로 
인한 장애가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수면 중이면 법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당사자가  
신뢰나 권력, 

권위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적 활동에  
대한 법적 동의 연령은

만 16 세입니다
캐나다

동의 구하기

“키스해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내가 … 
할 때 
좋아요?”

NOTE:
• 동의는 항상 말로 주어지진 

않지만 분명치 않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예”가 항상 “예”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 성별 및 문화적 역학 관계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싫어요”라고 분명히 하면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어 “싫어요” 대신 “고맙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어떻게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중 일부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해당 
언어에 “동의”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질문들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는 일부 문화권에서 금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동의가 논의 또는 대화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서로의 신체적 자율권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일회성 상대든 지정 파트너든 
언제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 의사 (FREELY GIVEN)
협박이나 사기, 강압, 조작이 있으면 동의가 
아닙니다 

취소 가능 (REVERSIBLE)
동의는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정보에 입각 (INFORMED)
모든 당사자는 동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열정적 (ENTHUSIASTIC)
모든 당사자는 일어나는 일에 들뜨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적 (SPECIFIC)
특정 성적 활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형태의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공개와 신고
공개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공식적으로 말함을 
뜻합니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지역 사회의  
지원 담당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란 경찰이나 교육 기관과 성폭행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공식적인 진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 신고하면 학생 비행 
처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학교는 성폭행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보유합니다.

법적 권리와 절차 알아보기
경찰에 성폭행 신고하기
911 – 즉각적 위험에 처한 경우
비응급 신고 전화: 성폭행 발생 후 
시간이 지났고 자신의 안전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에 관하여 공식 녹음 
진술을 받습니다. 의지가 될 사람이나 진술에 도움을 줄  
사람(예: 번역사, 통역사)과 동행해도 좋습니다.

• 자세한 조서로 수사 및 재판도 가능합니다

• BC 범죄 피해자법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건 관련 정보 열람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삼자 신고: 지역 사회 기반 지원 담당자가 하는 익명의  
신고로 성폭행과 가해자 관련 세부 사항을 경찰에게 알립니다. 
수사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해당 지역에 성 범죄자가 있음을 
경찰에 알려줍니다.법의학 검사와  

의료 서비스
의료 보험이 없는 유학생은 무료로 STI 테스트를 비롯한 적절한 
진료는 물론 원치 않는 임신 방지 조치도 받게 됩니다.

법의학 검사는 DNA/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일종의 의학적 
검사입니다. 폭행 후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자나 
혈액, 모발, 옷 섬유 조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옵션
• 진료: 성폭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필요(예: 부상이나 원치 않는 임신 방지, HIV 전염,  

성병 치료)를 다룹니다. 증거 수집은 하지 않습니다. 
• 진료와 법의학 검사: 피해자의 건강상 필요를 다루는 것 이외에 법의학 검사를 실시하여 

증거 검체를 수집합니다. 이런 검체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일을 신고하기로 결정하면 경찰과 
공유하게 됩니다. 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런 검체들은 만 1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재판
재판이 있을 경우, 피고인은 법원 명령 없이 피해자의 개인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기록이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 가능할 경우에만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전력도 재판 기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공유하여 해당 성폭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이 우려되면 가해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신 명령이나 보호 명령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피해자와 가족, 집, 직장, 학교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신 명령(PEACE BOND) 보호 명령
• 캐나다 형법에 따릅니다
• 경찰을 불러 근신 명령을 받으십시오
• 비용은 무료이며 상대가 누구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두려워하는 대상은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 근신 명령은 RCMP가 집행합니다
•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 근신 명령은 캐나다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 BC 가족법을 따릅니다

• 판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주 법원으로 가면 무료입니다

• 보호 명령은 피해자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원 출두 명령을 내립니다

• 보호 명령은 RCMP가 집행합니다

• 변호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권해집니다

 ο 무료 법적 도움은 정부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 보호 명령은 BC주에서 유효합니다

민법
민사 소송은 성폭행을 겪은 사람이 소송을 시작하여 합의/취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게 해줍니다. 민법은 생존자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민사 사건은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는 없으나 민사 소송 시작을 원하면 일부 법적 도움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권법

BC 인권법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공공 서비스(학교/
호텔/상점/커뮤니티 센터 등), 임차, 고용, 조합 가입, 
재산 구매, 출판물. 성희롱은 자신에게 연계된 사람과 
연계되어야 합니다(낯선 사람에게 적용 안 됨). 최근 성희롱 
발생일로부터 만 1년 내에 BC 인권 재판소나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소의 목표는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구제 방법)임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가해자에게 
중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학교/거주지에 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게 성희롱에 관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그 책임자는 피해자를 포용하여 
성희롱 없는 환경(업무/수업 시간표 변경, 
훈련 제공 등)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거를 위하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예: 문자,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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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정보와 자료
위기 상황 상담 전화/응급 상황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경찰/연방 경찰(RCMP)
응급실 9-1-1
BC 피해자 링크
(VictimLinkBC) 1-800-563-0808

재정 및 법률 정보와 자료
범죄 피해자 원조 프로그램(CVAP)

변호사 소개 
서비스

무료

1-800-663-1919

www.accessprobono.ca

위치 기관 전화번호

프린스 조지

Prince George & District  
Elizabeth Fry Society

250-563-1113
24시간 위기 상황 상담 전화:

250-562-5868
Prince George Sexual

Assault Centre 250-564-8302

Phoenix Transition House 250-563-7305
Immigrant and Multicultural

Services Society 250-562-5900

University Hospital of Northern BC 250-565-2000

Nechako Medical Walk-in Clinic 250-563-3399

테라스
Skeena Diversity 250-635-6530

Ksan House Society 250-635-2373

펜틱턴

South Okanagan Women In Need
Society 250-492-6299

South Okanagan Immigrant &
Community Services

250-493-4366
24시간 위기 상황 상담 전화:
1-800-814-2033

컬로나

Central Okanagan  
Elizabeth Fry Society 250-763-4613

Kelowna Women’s Shelter 24시간 위기 상황 상담 전화: 
250 763 1040

Foundry 236-420-2803

Finding Our Voices (예약 불필요) 250-860-3181

Stepping Stones Counselling 250-763-7414

Kelowna Family Centre 250-86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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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NBC)

기관 전화번호

캠퍼스 보안 및 세이프워크 250-960-7058

Northern Women’s Centre 250-960-5632

상담 250-960-6369

보건 서비스 250-960-6370

교육 기관 정보와 자료

오카나간 칼리지

기관 전화번호

컬로나 캠퍼스 보안  250-317-2435

펜틱턴 캠퍼스 보안 250-486-3879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기관 전화번호

캠퍼스 보안 및 세이프워크  250-807-8111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사무소 250-807-9640

보건 및 건강  250 807 9270

코스트 마운틴 칼리지

기관 Phone Number

캠퍼스 보안 1-250-615-9894

학생 상담 서비스 1-844-451-9700



연락처
5575 Boundary Road

Vancouver, B.C. V5R 2P9
604-254-9626

www.mosaicbc.org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