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AIC'S
PEER CAFE

제공

유학생가이드
안전강화

감사의 말
유학생정보교육접근성(ISAFE) 프로젝트는 유학생 여러분을 성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민정책, 성폭력과 동의, 동료와 연대하는 법, 경찰/병원의 대처 절차, 공표와 신고,
이용 가능한 정보 출처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유학생이신가요?
여러분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동료와 연대하세요.
본서는 2021년도 개정판입니다.
자금 지원:

MOSAIC의 밴쿠버 사무실은 머스큄, 스쿼미시, 쓸레이-와우투스 퍼스트
네이션이 거주하는 각 원주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우리를 부족의 땅으로
맞아들여 함께 일하고 어울려 놀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원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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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학생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유학생이 지정
교육기관(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승인
학교)에서 6개월 이상
학과 수업을 들으려면
먼저 유학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이
신원확인서류라면,
학생비자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여행허가서류입니다.

COVID-19가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유학생은 외국인이며, 임시 거주자,
난민 신청자, 혹은 체류 자격이
없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의
50% 이상은 인도와
중국에서 온
이들입니다(2018년
통계).

2019년 12월 31일
현재 캐나다를
찾는 유학생은
642,480명에
달합니다.

여행 제한과 학생 비자 및
유학허가증 신청 처리 지연
출처: cbie.ca, 150.statcan.gc.ca, international.gc.ca

유학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보
유학허가증이
명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하세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학업을 마친 후 영주권을
취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예: 휴가)
잊지 말고 캐나다 이민국에
유학생이 캐나다에
입국하고 약 3개월이
지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의료보험(MS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없는
학생은 의료비로 수천
달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효하고
적합한 보험에 들어
있는지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휴학 신청은
뭔가요?
학교 측이
허가하는
휴학의 예

휴학 신청

휴학은 학생이 어떤 연유로 학과/수업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지정 교육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휴학 기간이 시작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락을
받으면 휴학을 해도 학업 성취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휴학 여부를
반드시 이민국(IRCC)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요청을 받는다면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이
휴학을 허가했고 전체 기간이 150일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휴학 신청이 허가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 이유 또는 임신
가정 내 문제
가족의 사망 또는 중병
그 밖의 사유
학교 폐쇄 또는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폐쇄
전교
학생 또는 학교가 수업 시작일을 연기
이 경우 여러분은 다음 학기부터 바로 학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다음 학기
개강일까지 150일이 경과하기 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갱신한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유학허가증이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휴학
중에는 학교 내외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금지됩니다.

출처: /www.canada.ca

학생이 150일 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방문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 장벽
비싼 생활비 + 수업료
일 + 재정

재정적 곤란
직장 내 괴롭힘
착취

추방의 두려움
취업허가증 관련 문제
명확하지 않은 휴가 조항
캐나다 사법 체제에 관한 지식 부족

법적

문화 및 언어 적응 과정 + 문화 장벽
고독과 향수병 + 독립하기 위한 몸부림

사회

인종차별,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인종 프로파일링

친구 또는 연대 네트워크의 부족
이민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
정신건강 악화
캐나다 주류사회 및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
이토록 많은 문제에 혼자 맞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

(

동의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동의란 상대와
성행위를 하고자
적극적 및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에 관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FRIES(튀김)에
빗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언제든지
취소 가능
(REVERSIBLE)

#1 자발적
(FREEY
GIVEN)
#3 상황을
정확하게 앎
(INFORMED)

FRIES

#5
구체적
(SPECIFIC)

#4

적극적이고 열정적

(ENTHUSIASTIC)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동의하나요(DO
YOU CONSENT)"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않나요
기분 나쁘진
(DOES
THE
FEEL
OKAY)",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화한
것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요

(ARE
YOU
OKAY
WITH THIS)",
"(MAY
키스해도
돼요
I KISS
YOU)",
"이렇게
해도 싫지
않은가요(DO
YOU
LIKE
IT
WHEN
I)"
와같
은 식으로 물어봐
도 좋습니다.

이전에 동의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성적 접촉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 부재, "싫어요"/"안
돼요"는 절대로 동의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요
(MAYBE
ANOTHER
TIME)"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I DON'T
WANT TO)" "좀
그렇네요(THIS DOESN'T
FEEL RIGHT)" "불편해요(I'M
UNCOMFORTABLE)"
그만해요(STOP)"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자고 있을 때

가해자가 신뢰, 권력,
권위,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때

성폭력 &
강간문화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가 원치 않고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접촉,
위협을 모두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정서적 상해

- 두려움 + 공격성
- 플래시백 + 공포증
- 집중력 저하
- 자해 + 자살 원망
- 약물 남용
- 죄책감, 슬픔 + 수치심

성폭행:
동의를 하지 않은 성적 접촉/행위를
가리키며,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합니다. 물리적인 힘의 사용, 협박,
강압 또는 신뢰/권위/지위의
악용/남용을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상해 이상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영향을 알고 저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이토록
많은 문제를 혼자 힘으로만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손실

-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 고립감 + 외로움
- 연대자에게 의존
- 신체적 접촉이 불편함

재정적
손실
- 실업
- 직무능력 저하

-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업무/학업 성과 변화

신체적 상해

- 상처
- 탈진
- 편두통/메스꺼움
- 수면 장애
- 위험성이 높은 성행위
- 성기능 장애
- 계획 없는 임신

성폭력 + 유학생
유학생
- 가장 성폭력에 취약한 것은
15~24세 사이의 젊은 여성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성폭행 신고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 여학생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학교

유학생은 특히 성폭력에
취약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캐나다 형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여성
- 학교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의
80% 이상에서 피해자/생존자의
지인, 예를 들어 연인이
범인이었습니다.
- 2019년에 고등학생 이상의
캐나다 체류 학생 대다수(71%)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습니다.

여성이 성폭력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크지만, 젠더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젠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친구와 동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해 주세요.

출처: 150.statcan.gc.ca, campusmentalhealth.ca

강간문화

강간문화는 가치관, 신념, 행동을 통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강간문화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하부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피라미드 상부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간

Rape Culture
begins
here when
behaviours,
attitudes and
words are
normalized.

약물 사용
치한
피임 방해

스토킹

위협

피해자 비난

추행

노출

강간 농담

사진 또는 동영상 무단 촬영
성차별적 태도

캣콜링

강간문화는 행동, 태도, 말을 당연시할 때 시작됩니다. 피라미드 하부의
행동/태도에 엄격하게 대처하면 상부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출처: 11thprincipleconsent.org

강간문화가 낳은
통념을 깨뜨리기
통념 #1
여자의 복장이나 행동거지가 강간을
유발한다. 헤프게 입고 헤프게
행동하는 여자는 성폭력을 조장하고
강간을 당할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통념 #2
강간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다. 강간범은
어두운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사실 #2

사실 #1
성폭행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세상에 강간을
"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
다. 행실과 복장은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성적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의 대부분은 피해자/생존자가 아는 사람,
예를 들어 데이트 상대, 지인,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가
저지릅니다. 아울러 많은 경우 피해자는 집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사실 #3
폭력은 절대로 피해자/생존자
의 잘못이 아닙니다. 폭력을 당
해도 싼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
습니다. 피해자/생존자는 공격
자의 행위에 아무런 상관도 없
습니다. 공격자의 행위는 전적
으로 공격자의 책임입니다.

통념 #4
술을 마시거나 약을
하는 사람은 성폭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사실 #5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상대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성행위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성폭행은 친밀한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살가운
태도, 플러팅,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은
성적 행위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와 무슨 사이건 간에 상대가 성적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통념 #3
데이트 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자 중에는
그럴 만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질투를 살 짓을 하고, 무례하고
못되게 굴고, 꼬리를 치고 유혹했으니
피해자의 잘못이다.

사실 #4
약물 또는 술에 취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가해자의
상당수가 알코올과 약물의
힘을 빌어 피해자를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통념 #5
부부, 동거인, 연인 사이라면
굳이 동의의 의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 연인을
성폭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표 및 신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법체제를 이해합니다

공표 대 신고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최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때때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최소한 상황을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표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상대는 친구,
급우, 교사일
수 있습니다.

신고란?

당국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수사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공표만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도움과 연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학교의 일부 인사/직원은 누군가가 성폭력
문제를 알리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신고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당국에
신고하여 학생의 비행에
대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기
피해자/생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경우 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지원단체의 담당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피해자는 도와줄
친구(또는 그 외 제삼자)를 함께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긴급상황 - 911에 전화하세요

누군가의 안전이나 건강이 지금 당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까? 911에 전화하세요.
지금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직후인가요? 911에 전화하세요. 경찰 및/또는
앰뷸런스가 필요하면 911 파견담당요원에게
말씀하세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전문
통역사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언어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를 기억해
뒀다가 파견담당요원에게 말해주세요.

긴급상황이 아닐 때
성폭행이 일어난 게 얼마 전이며
피해자/생존자 또는 일반 대중의
안전이 지금 당장 위험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생존자는 성폭행이 일어난
도시의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피해자/생존자, 증인 및/또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의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생존자의 의학적/법의학적
증거는 물론 폭행 현장의 물리적
증거까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해
피해자/생존자에게 다음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샤워 또는 목욕
머리 감기 또는 빗질
성폭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거나
버리는 것
성폭행 현장을 어지럽히거나 치우는 것
이 닦기 혹은 가글링

증거 수집

하지만 상기 행동 중에서 하나 이상, 혹은 전부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신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동에 상관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치료

성폭행 생존자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징후/증상이 반드시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을 졸린 경우, 내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손상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공격 중에 목을 졸렸다면 이미 며칠이 지난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여성은 성병(STIS) 또는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도 합니다.

치료
선택지
건강검진 및 법의학적 검진 증거 보존(신고는 하지 않음)
건강검진과 법의학적 검진을 실
시합니다.
채취한 법의학적 샘플은 최대 1
년까지 보관합니다.
법의학 보고서는 영구적으로 보
관합니다. 향후 신고하기로 결심
했을 때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
니다.

건강검진
건강검진과 치료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의
학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의학적 검진을 받기로 결심했다면 사건 발생
후 7일 내에 법의학 간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건강검진 및 법의학적 검진 –
경찰에 신고하기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합니다.
법의학 보고서도 경찰에게 넘겨줍니다.
채취한 샘플 역시 경찰에게 제출합니다.
병원에서는 샘플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법의학' 또는 '과학수사'란 무엇인가요? 범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적 검사 또는
기술을 말합니다.

제삼자 신고(TPR)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체류하는 이로서 19세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는 제삼자를 통해 범죄를 신고하고 이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대신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 직접 가고 싶지 않은 피해자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제삼자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기반(경찰 기반은 제외
합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의 피해자 지원 담당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출처: www2.gov.bc.ca/

1단계: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지원 단체에 범
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지원
단체는 제삼자에
해당합니다.

제삼자가 여러분을
대리하여 신고하면
경찰은 사실을
평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원 단체는 경찰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일절 알리지 않고
수사에 협조합니다.

성폭행 발생 시의 법적 절차(캐나다)

형사소송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에
착수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은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생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해줍니다. 피해자/생존자는
경찰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민사법원에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참고: 피해자는 성폭행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특정한 자가 여러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호대상의 자택 또는
직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
전화/이메일/편지를
보내지 않는 것, 친구나
친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것.

보호명령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내리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보호명령은
해당 명령이 지정한 개인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열거합니다.
해당 개인은 보호대상과
일절 접촉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예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HTTPS://WWW2.GOV.BC.CA/
GOV/CONTENT/SAFETY/CRIMEPREVENTION/PROTECTIONORDER-REGISTRY/QA를
참조하세요.

적극적 참여자
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 참여자는 위협, 또는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비언어적 방법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에 피해를
입는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게 개입하여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끼어듭니다

폭력 피해자에게
여러분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실례합니다,
지금 몇 시죠?

#2

언어적 방법
말로 행동을
훼방합니다.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 꼭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개입하기만
해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상황을 확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해서 살펴보세요.
문제를 인식: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
여러분은 해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개입하는 법을 숙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안전하게 개입: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목격한 학생의 대부분(여자
91%, 남자 92%)이 단 한 번도
개입하고 도움을 구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입을 포기한 여성들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48%),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에(28%),
자신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18%)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 www.mcgill.ca, www150.statcan.gc.ca

잊지 마세요.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법을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편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매개 폭력

기술매개 폭력은 학대자가 기술을 오용하여
스토킹, 성폭력, 명의도용, 성희롱 등의
가정 폭력, 범죄성 괴롭힘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위협, 범죄성
괴롭힘은 여성이 겪는
기술매개 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81%
92% 91%
위협
성희롱

범죄성 괴롭힘

전라 또는 반라의
사진/동영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은 대개는
동의하에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전라 또는 반라의 사진/동영상
을 특정한 인물에게 보내는 사람은
수신자가 제삼자에게 이를 보이지
않으리라 믿고 송신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전라 또는
반라의 사진/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때
안전을 최대한 지키는 요령

여러분의 신원을
알아보기 쉬운 옷을
입거나 배경에 두지
마세요.
휴대폰을 잠그고 파일
앱에 암호를 거세요.
눈에 뜨이는 문신, 모반,
장신구를 화면에 넣지 마세요.

사진/동영상에
얼굴을 넣지
마세요.
특이한 배경
앞에서 찍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동의 없이
사진/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계 & 젠더
기반 폭력

편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평등

건강한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
요소
자아 확립
성적 존중

성적 학대

의존

모욕
지배와
통제
무시
해로운 관계의
징후
신체적 학대

젠더 기반 폭력(GBV)
젠더 기반 폭력은 젠더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젠더
기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정서적 + 경제적 학대
위협, 스토킹 + 협박
재산 피해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기술 오남용
반려동물 학대

www150.statcan.gc.ca

젠더 기반
폭력의 징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 10명 중
약 8명(79%)이
여성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하는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당황스러움, 수치심, 굴욕
비난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걱정
소문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갈등
경찰 또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대응에 대한 두려움
이민자 자격 또는 파트너와의
법적 관계 상실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

잊지 마세요. 해로운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을 돕고 지원할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익명으로 남으셔도 좋습니다.

안전계획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나요? 다음 단계를 따라
준비하세요.

단계
:
중요한 서류의 복사본을
1

만드세요.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는 따로 보관합니다.

단계
: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2

단계:

3

가방 속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 열쇠, 상비 약품,
휴대폰, 봉투에 넣어둔
비상금

하는 것: 직불카드, 보건증,
신용카드, 신분증

단계

4
:
바로 짐을 쌀 수 있게 손에 닿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

필수 약품
애착이 있는 물건

위안이 되는 물건
짐 싸기에 편한 수트케이스

그 외 중요한 사항:

바로 떠날 수 있게 택시/교통비를 챙겨두세요.

은행 계좌를 공동으로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하세요.

친구/가족이 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여분의 돈,
열쇠, 서류를 맡기세요.
탈출계획을 미리 연습해서 필요할 때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쉼터

폭력을 경험했거나 위험에 처했다면 쉼터에
머무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료로 머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쉼터
단기/장기 대피소가
되어줍니다(대개 30일).

대부분 1년
365일 24시간
직원이
상주합니다.

대부분의 쉼터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슬링 법률 자문 서비스
소득 지원 피해자 지원
담당자 안전 계획

브리티시 컬럼비아 소재 쉼터 목록은

BCHOUSING.ORG/HOUSING-ASSISTANCE/
WOMEN-FLEEING-VIOLENCE/TRANSITIONHOUSES-SAFE-HOMES를 참조하세요.

지역사회의 도움

긴급상황 신고

경찰/비상상황(연중무휴)

911
VICTIMLINK(연중무휴)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1-800-563-0808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지원 서비스
MOSAIC(밴쿠버)
236-512-6170
VLMFSS(밴쿠버)
604-436-1025
WAVAW(밴쿠버)
604-255-6344
중국인 지역
경찰센터(밴쿠버)
604-688-5030
HOLLYBURN
가족 서비스협회(노스밴쿠버)
778-855-4566
FSGV(버너비,
뉴웨스트민스터, 리치먼드)
604-731-4951
서리 여성센터협회(서리)
604-589-1868
ARCHWAY
커뮤니티
서비스(애보츠포드 + 미션)
604-859-7681

상담전화

브리티시 컬럼비아 자살예방상담전화(연중무휴)

1-800-784-2433

정신건강 지원상담전화

310-6789

폭력대처
상담/지원활동
MOSAIC(밴쿠버)
236 -512 -6170
WAVAW(밴쿠버)
877-392-7583
FSGV(밴쿠버, 리치먼드,
뉴웨스트민스터)
604-874-2938 X 4141
노스쇼어 가족지원
서비스(노스밴쿠버)
604-988-5281
딕슨DIXON
쉼터협회(버너비)
604-298-2549
버너비 가족생활기구(버너비)
604-659-2200
CHIMO 상담서비스(리치먼드)
604-279-7077
DIVERSECITY(서리)
604-597-0205
SARA FOR
WOMEN(애보츠포드 + 미션)
604-855-3363

쉼터
밴쿠버 RAPE RELIEF
604-872-8212
구세군 - 케이트 부스
하우스KATE BOOTH
HOUSE(밴쿠버)
604-872-7774
세이지SAGE 쉼터(노스밴쿠버)
604-987-3374
딕슨 하우스
DIXON HOUSE(버너비)
604-298-3454
모나크 플레이스MONARCH
PLACE(뉴 웨스트민스터)
604-521-1888
법무 지원 서비스
MOSAIC 법무 대변인 프로그램
(밴쿠버)
604-254-9626
BWSS 법무 지원 서비스(밴쿠버)
604-687-1867
라이스 법률 클리닉RISE
LEGAL CLINIC(밴쿠버)
236-317-9000
Dial-a-law
1-800-565-5297
Access PRo Bono
1-800-663-1919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무
지원LEGAL AID BC
1-866-577-2525
법무 지원 센터SOURCES LEGAL
RESOURCE CENTRE(서리)
778-565-3638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무지원협회
(LSS)
604-408-2172

시세라CYTHERA
쉼터(메이플 리지)
604-467-9966
뒤랑 하우스DURRANT
HOUSE(버너비)
604-531-4430
에버그린EVERGREEN 쉼터(서리)
604-584-3301
미션 쉼터
604-826-7800
미즈파MIZPAH 쉼터(도슨크리크)
250-782-9176
캐슬가 안전쉼터CASTLEGAR

SAFE HOME
1-888-353-2273
의료 지원 서비스
HEALTHLINK BC(연중무휴)
811
브리티시 컬럼비어 여성 병원 +
건강센터(밴쿠버)e
(Vancouver)
604-875-2022 (임신중절 및 피임)
법의학 간호 서비스
604-953-4723 (서리)
604-851-4700 (애보츠포드)
엠브레이스 클리닉EMBRACE
CLINIC(폭력 생존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604-807-5406
잊지 마세요. 거주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를 때는 바로
211에 전화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 밴쿠버 + 로어 메인랜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AMS 성폭력지원센터
604-827-5180
카운슬링 서비스
604-822-3811
교내 보안
604-822-2222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학대학교
카운슬링 서비스
604-432-8608
학생 의료 서비스
604-432-8608
교내 보안

604-451-6856

카필라노 대학교

학생 권리책임 고문

604-986-1911(내선: 3578)
카운슬링 서비스
604-984-1744
교내 보안
604-984-1763
밴쿠버 커뮤니티 칼리지

카운슬링 서비스
604-871-7000
보안
604-871-7000(내선: 4444)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성폭력 지원&예방과
778-782-7233
카운슬링 서비스

https://www.sfu.ca/stud
ents/health/see-acounsellor.html
교내 보안
778-782-4500
랭가라 칼리지

카운슬링 서비스
604-323-5221
의료 서비스
604-323-5256
성적 존중 대사

https://langara.ca/stud
ent-services/sexualviolence-supporteducation/takeaction/sras.html
교내 보안
604-562-1011
더글러스 칼리지

카운슬링 서비스
604-777-6185
보안(뉴웨스트민스터)
604-527-5405
보안(코퀴틀람)

604-777-6254

교육기관
더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콴틀렌 이공과대학교
카운슬링 서비스

604-854-4528
유학생 상담
604-854-4544
피어 리소스 + 리더십 센터
604-504-7441(내선: 4823)
교내 보안
1-855-239-7654
셀커크 칼리지

카운슬링 서비스

250-304-6501
옵션 클리닉
250-304-8382
캐슬가 보안
250-304-5590
넬슨 보안
250-551-3327

카운슬링 서비스

604-599-2828
동료지원센터
peersupport@kusa.ca
보안 서비스
테크 604-574-2840
랭글리 604-514-0297
리치먼드 604-244-0130
서리 778-578-6312
시빅 플라자
604-598-5276
노던 라이츠 칼리지

카운슬링 서비스
Keep.meSAFE 앱
1-844-451-9700
도슨크리크 보안
250-784-8202
관리 담당자(24시간)

250-784-7610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으로 문의 주세요.

5575 Boundary Road
Vancouver, B.C. V5R 2P9
604-254-9626
info@mosaicbc.org
www.mosaicb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