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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아동 학대와 방임이란?
방임이란
BC 주에서 아동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아동 학대는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이거나 방임의 결과인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 보호란?
보호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가정의 자녀를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하는 법은 아동 가족 지역 사회
서비스 법(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입니다. 이 법에는 아동의 안전과 안녕이
우려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그런 우려를 아동 복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에 시달리는 아동도 대개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of Canada)에 의하면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아동이 당장 위험하거나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경찰이 가장 먼저
대응합니다.

신고 의무!
의무
BC 주 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이 학대나 방임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으면 그런 우려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이유”란 직접 본 것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아동이 위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요
그 아동이 당장 위험하면 9-1-1이나 거주지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아동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이라도 신고하십시오. 낮이나 밤 언제든지
어린이 도움의 전화(Helpline for Children)에 310-1234로 연락하십시오. 도움의 전화 통화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동 복지사이며, 아동 학대와 방임 신고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동 복지사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있나요
BC 주 정부 안내(Enquiry BC)에 1-800-661-8773로 월~금 8:30 am~4:30 pm에 전화하여 거주지
아동 가족 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사무소를 연결해 달라고
하십시오.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하나요
아동 복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물어봅니다.
• 아동의 이름, 나이, 사는 곳
•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당장의 우려 사항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아동이 한 말
• 아동의 부모 및/또는 범법 혐의자(들)에 관한 정보

신고 후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아동 복지사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합니다.
아동이 당장 다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아동 복지사와 다른 사람들(경찰,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이 즉시 행동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아동이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동 복지사는 가족을 직접 도와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줍니다.
가능한 모든곳에서 아동 복지사는 가족이 아동의 안전을 지킬 능력을 길러줄 계획을 가족과
함께 마련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 복지사는 조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아동과
부모나 친척, 교사, 의사, 보육 서비스 제공자 같이 그 아동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아동을 집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조치는 그 외 달리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정 법원 판사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증거를
들은 다음 해당 아동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살 곳을 결정합니다.
아동 복지사가 자녀를 집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변호사를 구하십시오. 변호사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를 돕고, 서명해야 할 서류를
설명하며, 법원에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법률
구조에서 비용을 대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도움과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있나요
•

BC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 of BC)(법률 구조, Legal Aid): www.legalaid.bc.ca.
전화: 1-866-577-2525

•

BC 부모 지원 서비스(Parent Support Services of BC): www.ParentSupportBC.ca. 전화: 1-800665-6880

•

BC 가족 협의회(BC Council for Families): www.BCCF.bc.ca. 전화: 1-800-663-5638

•

BC 가족 지원 정보 데이터베이스(Family Resource Database): www.InYourGrasp.bc.ca

•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www.ProtectChildren.ca

영어를 못하거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요
피해자 링크(VictimLINK)는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 도움은 비밀이
보장되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다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하루 24 시간, 연중무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VictimLINK: 1-800-563-0808 웹사이트: www.VictimLinkBC.ca

이 문서의 일부 정보는 법률 서비스 협회의 다음 간행물에서 직접 가져온 내용입니다:
“If Your Child is Taken: Your Rights as a Parent”

이 정보 안내지의 제작은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