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정보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이것은 노인을 위한 일련의 안내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안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학대와 방임 – 그것은 범죄인가?
• 경찰에 범죄 신고하기 및 신고 시 취해지는
조치
• 성인후견법 제3부에 의한 학대와 방임
신고하기
• 노인 학대와 방임 및 형사사법제도
• 타인에게 자신의 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권한 부여하기

법률 정보와 지원을 받으려고 연락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B.C.노인옹호지원센터(B.C. Centre for Elder Advocacy and Support, B.C. CEAS) – 이
비영리 기관은 주 전역의 자체 법적 옹호 전화망을 통하여 BC주 노인들에게 법률 정보,
소개, 법적 옹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를 구하려면 다음 법적 옹호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
•

(604) 437-1940(로우어 메인랜드 내)
1-866-437-1940(BC 전역 무료전화)

2) UBC 법대 학생(UBC Law Students)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대생들이 로우어 메인랜드 내 법률상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일부 법적 문제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또는 법적 대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댁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알려면 (604) 822-579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전화 법률정보(Dial-A-Law) – 법에 관한 주제별 녹음 정보를 전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4) 687-4680(로우어 메인랜드)
• 1-800-565-5297(BC 전역 무료전화)
4) 법률정보 전화(The Law Line) – 법률정보 전화의 법률 서비스 담당자들이 질문에 답해
드리고 법적 문제에 도움이 될만한 다른 자원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곤
관련법, 가족법, 형법, 교도소 관련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정보 전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구조(legal aid)가 거부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정보 전화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통화자의 법적 문제를 판별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보내드리며, 필요 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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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4) 408-2172(로우어 메인랜드) 또는
• 1-866-577-2525(BC 전역 무료전화)
5) 전자법률도서관(The Electronic Law Library) – 이것은 전자식 법률도서관으로 광범위한
법률정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연방, 주, 자치단체 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웹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bcpl.gov.bc.ca/ell
6) 변호사 소개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 – 이것은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려고
BC주 캐나다변호사협회(Canadian Bar Association in B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5을 내고 변호사와 30분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의뢰인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를 도울 변호사를 선임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4) 687-3221(로우어 메인랜드)
• 1-800-663-1919(BC 전역 무료전화)
7) 무료 법률상담소(Pro bono clinic) – 이 무료 법률상담소는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담소의 변호사들은 상담을 해드려서
의뢰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서부캐나다법률상담협회(Western Canada Society To Access Justice)는 BC주를 포함한
서부 캐나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C주 전역에 무료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시설을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 하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거주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다음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예약 전화 (604) 878-7400
상담을 받으실 때는 법적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일부 경우
수혜자격에 대한 재정적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 시 소득 증명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8) 법률구조(Legal aid) – 법적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비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심각한 형법 문제나 위급한 가족법 문제에 대하여 법률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한 폭행 같은 중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형사 문제에 대하여 법률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가족 문제란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접근금지 명령, 근신약정서 등의 문제를
다루는 법적 문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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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신청은 가까운 법률구조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의 백색
페이지에서 “변호사” 항목을 보십시오. 거주지에 법률구조 사무소가 없으면 다음 번호로
법률서비스 콜센터(Legal Services Call Centre)에 연락하여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604) 408-2172(로우어 메인랜드 내) 또는
• 1-866-577-2525(BC 전역 무료전화)
9) 공증사(Notary) – 공증사는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한 문제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는 간단한 유언장 작성, 부동산 문제, 위임장, 대리권동의서, 계약서와
합의서, 사업체 매매, 유산상속 계획, 생명유지 의료조치 여부에 대한 생전 선언, 법원
제출서류에 대한 선서진술서, 기타 많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사는 재판장 앞에 출두하는 법정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증사의 제공 서비스
범위를 각 공증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증사 요율은 제공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증사는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마다 그 성격과 복잡성을 기준으로 정해진 고정 요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요율이 얼마인지 공증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전화번호부의 황색 페이지에서 “공증사” 항목을 보시면 댁에서 가까운 공증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 변호사(Lawyer) – 법적 문제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셨다면 수임료에 대하여
아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비와 경비에 대하여
물어보십시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비는 의뢰인이 변호사 이용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경비(소송관리비용)는
사건에 드는 여러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서류제출 비용, 복사비, 우송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변호사비에는 고정
요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변호사들은 요율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i) 정액제: 변호사는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주택 구매 건에 대하여 정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ii) 시간제: 변호사는 사건에 소비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전화 통화에 소비하는 시간도 들어갑니다. 노련한 변호사일수록
시간당 비용이 더 높습니다.
(iii) 성공보수제: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리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성공사례를 받기로 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사건에서 받아내는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부분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의무기록 입수 비용, 법원 서류 제출비용, 기타 경비 등 소송관리비용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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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 합니다. 성공보수 계약은 개인상해 청구에서 일반적입니다. 이 계약은
서면으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적 문제로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를
돕는 변호사가 있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요 결정을
변호사가 하도록 맡깁니다. 결국 변호사가 모든 것을 하므로 비용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비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중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주된 결정을 자신이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인 자신이 사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의뢰인이 일부
일을 하여도 변호사가 괜찮은지 확실히 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시간당 지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더 많이 할수록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일부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요청하여
변호사가 대신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령입니다.
1) 정리를 잘 하면 변호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회의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면
•
•
•
•

자신의 법적 문제를 생각하고 변호사가 필요로 할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록하되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록하십시오.
자신이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물으십시오.
편지, 법원서류, 기타 정보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십시오. 자신의
기록용으로 사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할수록 변호사가 정보를 찾는 데 소비해야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2) 현실적이 되십시오. $500을 되찾으려고 변호사비로 $1,000을 지출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련 비용을 염두에 두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와 대화할 때 항상 요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무관한 문제를 상의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소비하는 일분 일분마다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통화와
회의는 사건에 관계된 일에만 제한하십시오.
4) 시간급이 더 저렴한 후임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 중 일상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아울러,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말고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5) 자신의 기록 유지용으로 모든 파일과 원본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이런 기록과
서류를 보려고 변호사의 파일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2006/B.C. CEAS [B.C. Centre for Elder Advocacy and Support (B.C. 노인옹호지원센터)]
[(이전B.C. Coalition to Eliminate Abuse of Seniors (B.C 노인학대추방연합)] 604-437-1940 무료전화 1-866-437-1940
Where to get Legal Help [Korean]

4

6) 청구서를 챙겨 보십시오. 변호사에게 청구서를 정기적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청구
내용과 사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사건 종료 후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 가정폭력 관련 캐나다 전국 정보교환소(The Canadian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 – 이 사이트에는 노인 대상 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www.hc-sc-gc.ca/nc-cn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2) 캐나다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 이 사이트에는 성인 학대와 방임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canada.justice.gc.ca
3) BC공공후견인수탁인실(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 BC) – 이 사무소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정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소에서는 무능력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재정적 학대와 자기방임 신고를
조사하고 무능력자로 정식 확인된 사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연락처: 밴쿠버 (604) 660-4444 또는 빅토리아 (250) 356-8160. 웹사이트 주소:
www.trustee.bc.ca.
4) 지역사회대응망(Community Response Network, CRN) –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성인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려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는 성인들에 대한 지원과 원조도 주선합니다. BC주의 대부분
지역사회에는 CRN이 있습니다. 거주지에 CRN이 있는지 알려면 CRN 웹사이트
www.bccrns.ca를 방문하여 거주하시는 지역사회를 클릭하십시오.
5) 지정기관(Designated agency) – 성인후견법(Adult Guardianship Act) 제3부에 의하여
공공 후견인 겸 수탁인은 일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의
상황을 조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 기관을 ‘지정기관’이라 하며, 5개의
보건공단(Health Authority)과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산하 지역사회생활서비스(Community Living Services)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개 지역마다 지정기관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사회에서 성인 학대를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사회의 해당 기관 전화번호를 알려면 공공후견인수탁인실
웹사이트 www.trustee.bc.ca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성인 학대와 방임
상황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전화번호’(Community Numbers to Report Situations of
Adult Abuse and Neglect) 링크를 따르십시오.
6) 피해자링크(VictimLINK) –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기타 범죄 등의 피해자는 BC주
어디서든지 주 7일 하루 24시간 피해자링크의 무료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국어, TTY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위기상황 지원과 피해자 서비스 및 기타 자원에 관한 정보와 소개 등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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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는 1-800-563-0808입니다. 청각장애인은 TTY 전화 604-875-08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7) 옹호이용프로그램(Advocacy access program) –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장애인
옹호업무를 합니다. 옹호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BC장애인연합(BC Coali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속하여 있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604) 872-1278 또는
TTY (604) 875-8835(로우어 메인랜드) 또는 1-800-663-1278(BC 전역 무료전화)
법과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로우어 메인랜드에 사시는 분은
B.C. CEAS에 604-437-1940으로 연락하십시오. 주 내 그 이외 지역에서는 무료전화
1-866-437-1940을 이용하십시오.

이 안내지는 프레이저보건공단(Fraser Health Authority)의 써리보건보조금(Surrey Health
Grant)을 받는 지역사회의 재정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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