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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란?
변호사란
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Family Duty Counsel)란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법률
구조: Legal Aid)에서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에게 가족법 문제에 대하여 최대 3 시간까지 무료로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있나요
• 의뢰인의 법적 권리, 의무, 법원 절차 등에 관하여 구두 조언만 제공합니다.
•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을 돕습니다.
•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며 합의하는 일을 돕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동의 명령이나 가족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를 돕습니다.
•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연기, 무반대 또는 동의 명령,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 의뢰인이 법원에 갈 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나요?
없나요
• 문서로는 후속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 복잡한 문제나 주장이 맞서는 사건의 재판이나 심리가 열리는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 복잡한 재산 분쟁에 대한 도움이나 세금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이미 있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 법원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가족법 이외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 법원 서류를 대신 전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국선 변호사일 때는 개인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요
기본적인 정보와 서류를 수집하여 만날 때 가지고 가십시오. 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를
만나신다면 다음을 준비해 가십시오.
• 전화번호와 기타 연락처 정보
•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배우자, 전 배우자, 전 파트너, 자녀의 부 또는 모 등)의 이름과 현주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예: 별거 전이나 후에 배우자와 맺은 계약서, 법원 명령, 새로운 신청)

•
•

• 관계 가운데 발생한 사건들 중 보호 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의 목록(예: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사건들)
• 중요한 날짜들을 포함한 사건 진술과 원하는 바에 대한 생각
• 현재 자녀 양육 계획의 요약

질문을 기록하십시오
•

가사 사건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상의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미리 기록하여 잊지 않고
질문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사 사건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있나요
법률 구조 전화: 604-408-2172(광역 밴쿠버) | 1-866-577-2525(BC 주 내 무료 전화)
위치 목록이 있는 웹사이트: lss.bc.ca/legal_aid/whereProvincialCourtDutyCounsel.php.
영어를 모르거나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요
통역은 밴쿠버 법률 상담 센터(Vancouver Justice Access Center)에서 가사 사건 변호사를 만날
때만 제공됩니다: 290 – 800 Hornby St. Vancouver Law Courts Robson Square Vancouver, B.C.
전화: 604-660-2084. 웹사이트: www.ag.gov.bc.ca/justice-access-centre/vancouver.

원자료 출처는 법률 서비스 협회의 가사 사건 변호사 정보 안내지입니다.
자세한 정보 수록 웹사이트: www.lss.bc.ca/assets/legalAid/FDCPoster.pdf .
이 정보 안내지의 제작은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