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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

온타리오 주 여성을 위한 가정법

모든 여성. 하나의 가정법.
여러분의 권리를 아십시오.

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
이 책자는 법률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법률 조언
및 지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정법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경우, 되도록 빨리 법률
조언을 구하여 여러분의 선택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원 목록을 보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를 방문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에 올려져 있는 ‘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웨비나도 유용할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는 여성과 그 자녀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배우자와
결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자녀에 관한 조처를 하고, 가족재산을 분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법적 권리, 의무 및 선택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데 유용한 무료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FLEW)
www.onefamilylaw.ca
· 가정법 정보 제공 프로그램(Family Law Information Program FLIP)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 Ontario) 제공
www.legalaid.on.ca
· 온타리오 지역사회 법률교육(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 CLEO)
www.cleo.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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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법적 권리(Your Legal Rights)
www.yourlegalrights.on.ca
· 온타리오 주 법무부(Ontario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다음 기관에서도 가정법, 법원 절차, 법원 서식, 변호사 알선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정보센터(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 FLIC) –
온타리오 주 전역의 가정법원에 있음
· 법률구조공단 가정법서비스센터(Legal Aid Family Law Service
Centre - FLSC) – 현재 토론토, 노스요크, 브램턴, 뉴마켓, 사니아,
윈저, 채텀, 웰런드 등지에 있음
· 법률구조공단 가정법사무소(Legal Aid Family Law Office) – 현재
케노라, 오타와, 선더베이 등지에 있음
이 중 일부 서비스는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찾아보려면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1-800-668-8258로
전화하십시오.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의 결정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법 문제에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조언을 받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정법 변호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자녀 또는 집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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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 배우자와 접촉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합니까?
· 배우자에게 변호사가 있습니까?
· 법원에 제소하고자 합니까?
·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습니까?
· 법률구조 이용 자격이 있습니까?
· 변호사 이외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어떤 일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변호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 학대
배우자가 현재 학대적이거나 과거에 학대적이었을 경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1. 폭행피해자 여성 헬프라인(Assaulted Women’s Helpline)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 416-863-0511(토론토)
· 1-866-863-0511(무료 전화)
· 1-866-863-7868(TTY - 청각장애인용 전화)
이 헬프라인은 24시간 운영되는 위기 전화로서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150여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비상시에는 경찰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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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법원에 가면 가정법원지원사(Family Court Support Worke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지원사는 가정법 소송을 제기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가정법원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 가정법 소송 관련 정보 제공
· 가정법 소송 준비 지원
· 지역사회 내 기타 전문 서비스 및 지원 안내
· 안전 계획(법원에 오갈 때의 안전 등) 수립 지원
· 재판 동반 출석(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지원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피해자지원전화(Victim
Support Line)로 문의하십시오:
· 416-314-2447(토론토)
· 1-888-579-2888(무료 전화)
3. 배우자가 현재 학대적이거나 과거에 학대적이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법 변호사 찾기
여러분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책자에 기재된 정보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 서비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는 가정법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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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LAO)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종류의 법적 문제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복잡한 가정법 사건에 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녀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 자녀양육비/배우자부양비,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심각한 분쟁
· 자녀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 또는 자녀양육비/배우자부양비 명령의
변경을 위한 복잡한 청구
법률구조공단은 또한 아동 보호 사건에 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의뢰인서비스센터
(Client Service Centre)에 문의하십시오(1-800-668-8258). 모든
정보는 200여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법률구조증명서(Legal Aid
Certificate)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a) 가정폭력

현재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즉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정폭력확인서(Family Violence Authorization Program)를
통해 2시간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여성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가정법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며,
법률구조공단의 의뢰인서비스센터(1-800-668-8258)에 전화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험에 당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현재 학대적이거나
과거에 학대적이었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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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은 여러분의 법률구조
이용 자격을 판정할 때 변호사 수임료 지급 능력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폭력 또는 학대에 관한 정보는 법률구조공단이 여러분의
법적 필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빨리
법률 지원을 받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b) 법률구조공단의 약식 법률 조언 서비스

가정법 문제가 있고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의 저소득 규정에 들어맞는
사람은 최고 20분까지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 법률 조언이란 여러분의 법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일반적
견해를 말합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법적 선택권에 대해 설명해주고,
여러분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은 아니며, 약식 법률 조언 변호사는 법정에서 여러분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1-800-668-8258). 또한 200여 개 언어의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모든 사실, 서류, 물어볼
것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거주지 관내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은 여러분의 거주지 관내에 있는 가정법
변호사를 알선해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은 한정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타리오 주에는 77개의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이 있으며, 특정 집단을 중점적으로 돕는 17개의 전문 법률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까운 클리닉을 찾아보려면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거나(1-800-668-8258)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legalaid.on.ca).

www.onefamil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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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usticeNet
JusticeNet는 법률 조언이 필요하나 법률구조 이용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돕는 비영리 서비스 기관입니다. JusticeNet는 수임료를 할인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내에 있는 가맹
변호사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justicenet.ca에서 변호사 명부를
이용하거나 1-866-919-3219(무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4. 개인 가정법 변호사
개인 가정법 변호사를 찾으려면 가족/친척, 친구, 또는 지역사회 봉사
기관이나 여성보호소의 사회복지사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믿을 수 있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구가 특정 변호사를 좋아하거나 가족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는 개인 변호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어퍼캐나다 법률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 - LSUC)
변호사 알선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는 1회의 30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관내에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416-947-3330(토론토)
· 1-800-268-8326(무료 전화)
· 어퍼캐나다 법률협회(LSUC) 변호사 명부(Lawyer Directory) –
온타리오 주에서 개업 중인 공인 가정법 전문가 명부
(www.lsuc.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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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가정법 변호사 네트워크(Canadian Family Law Lawyers
Network)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입니다. 거주지 관내에 있는
회원 변호사가 여러분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에게 전화합니다. 이 첫 번째 전화 상담은 비밀로 처리되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나서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웹사이트
www.cflln.ca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888-660-4869
(무료 전화)로 전화하면 됩니다.

5. 학대 피해자 여성을 돕는 거주지 관내 여성보호소도 거주지
관내에 있는 가정법 변호사를 알선해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도움받기
가정법 문제로 법원에 제소할 경우, 법원에서 법률 정보 및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국선 변호사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사(Duty
Counsel)의 법률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정법원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소송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소송 서류
준비를 도와주거나, 분쟁 해결 협상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간단한 문제에 관해 법정에서 여러분을 변호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법대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대생은
변호사가 없는 사람의 법원 서식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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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정보 제공 프로그램
부부 중 어느 일방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별거
및/또는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소송 절차를 설명해주고 각종 관내 자원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쌍방이 참석해야 합니다. 의무적 정보
제공 프로그램(Mandatory Information Program - MIP)은 온타리오 주
전역의 가정법원에서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의
온라인 가정법 정보 제공 프로그램(FLIP)에서도 제공됩니다
(www.legalaid.on.ca).

3. 가정 중재 서비스
중재는 쌍방이 수긍하고 믿는 제삼자, 즉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에서
쌍방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온타리오
주 내 모든 가정법원에서 가정중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에 재판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법률구조공단의 저소득 규정에 들어맞을 경우,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도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중재 서비스는 일부 법원, 가정법서비스센터, 가정법정보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학대적이거나 과거에 학대적이었을 경우에는 중재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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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FLEW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과 가정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책자를 읽어보거나 ‘분쟁, 법정 또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가정
분쟁 해결법(Conflict, Court or Another Way?: Different Ways to
resolve a Family Dispute)’ 웨비나를 보십시오.

가정법 변호사 수임료 지급
1.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LAO) — 증명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는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가정법 문제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도와주는 법률구조증명서를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LAO)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여러분의 변호사가 일정 시간 수 동안 여러분을 변호해준 것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확인증입니다.
시간 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법적 도움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시간 수가 추가될 수도 있음).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은 경우에 따라 상환을 조건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률구조증명서에 관한 온타리오 주 법률구조공단의 규정에
들어맞을 경우, 여러분은 이 증명서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선택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증명서를 받지 않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전화를 할 때, 법률구조공단 일을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학대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2시간 무료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소득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www.onefamil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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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변호사 가정폭력확인서(Advice Lawyer Family Violence
Authorization)’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일부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 여성보호소, 가정법서비스센터 등에서 구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법률구조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법률구조공단
가정법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416-979-1446(토론토)
· 1-800-668-8258(무료 전화)
· 1-866-641-8867(TTY)

2. 개인 변호사
법률구조증명서가 없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본인이 지급해야 할 경우,
변호사가 수임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수임료 청구 명세, 사건에 소요될 예상
비용, 다른 결제 옵션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자신의 시간에 대한 수임료에 덧붙여 복사비, 법원 수수료 등,
사건 처리와 관련된 기타 비용(경비)을 청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비용청구서 명세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동안 수시로 현재까지의 비용 청구 명세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결제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몇 변호사는 저소득자에게 수임료를
할인해주는 ‘차등제’를 적용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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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
모르는 변호사에게 처음 문의할 때는 가정법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가정폭력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여러분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변호사
·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변호사
·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주는 변호사
·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여러분의 가정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을
고려하는 변호사
· 여러분이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마다치 않는
변호사
· 필요할 경우, 여러분에게 통역을 주선해주는 변호사
·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 변호사
· 며칠 내로 회신 전화를 하는 변호사
· 비용 청구 내용이 명확한 변호사
· 법률구조증명서를 받는 변호사(여러분에게 법률구조증명서가 있을
경우)
· 여러분의 장애를 수용하는 변호사
· 여러분이 요청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변호사
· 필요할 경우, 여러분의 자녀를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상담할 때는 항상 잘 준비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메모를 하거나, 믿는 사람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www.onefamil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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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괴롭힘이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진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변호사에게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것이 더 편할 경우에는 FLEW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에서 ‘프랑스어 서비스와 가정법(French
Language Services and Family Law)’을 읽어보거나 Femmes
ontariennes et droit de la famille(FODF) 웹사이트
www.undroitdefamille.ca를 방문하십시오.

• 본 자료에 제시된 견해된 FLEW의 견해이며 온타리오 주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본 간행물은 온타리오 주 법률재단(Law
Foundation of Ontario)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동 법률재단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밀접한 남녀관계가 종결될 때에는 더 높은 폭력의 위험이 따릅니다. 현재 당면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911로 전화하십시오.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십시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여성은 가정법 소송에서 프랑스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면 변호사,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또는 Femaide 핫라인(1-877-336-2433, TTY 1-866-860-7082)에
문의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또는 www.undroitdefamille.ca에서 프랑스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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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관련 주제(영어)*
1. 대안적 분쟁 해결과 가정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 KOR 001)
2. 아동보호와 가정법(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 KOR 002)
3.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 KOR 003)
4. 형법과 가정법(Criminal and Family Law — KOR 004)
5. 자녀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권(Child Custody and Access
— KOR 005)
6. 가정사계약(Domestic Contracts — KOR 006)
7. 가정법 중재(Family Law Arbitration — KOR 007)
8. 이민자, 난민 및 불법체류자 여성 관련 가정법 문제(Family
Law Issues for Immigrant, Refugee and Non-status Women
— KOR 008)
9. 가정법 문제 관련 도움 찾기(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 KOR 009)
10. 가정법상의 재산 분할 규정(How Property is Divided in Family
Law — KOR 010)
11. 혼인 및 이혼(Marriage and Divorce — KOR 011)
12.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 — KOR 012)
* 이 책자는 여러 가지 형식 및 언어로 제공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nefamilylaw.ca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는 여러분의 가정법상의 권리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도 올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