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연락처 
킹스 / 퀸즈  카운티: 
변호사:  C.R. McQuaid  

가정법률센터 
1 Harbourside Access Rd. 
PO Box 2000 
Charlottetown PE, C1A 7N8 
전화:  (902) 368 4582 
팩스: (902) 368 4514 

프린스 카운티: 
263 Harbour Drive 
Suite 19, 2nd Floor 
Summerside, PE C1N 5P1 
전화:  (902) 888-8218 
팩스: (902) 888-8410 

저희는 

• 법원 절차, 사법체계 및 재판 

진행상태를 설명해드립니다. 

• 여러분의 법정 출두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여러분을 지원하고,  단기 

카운슬링을 제공합니다. 

•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처와 연계해 

드립니다. 

• 각종 서비스를 종합 관리합니다. 

• 여러분의 권리와 선택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로 다루어집니다. 

경찰에 신고했건 하지 않았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Victim Services) 

Korean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락하는 법 

 
PEI 주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보 

이 팜플렛은 다음 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PEI 주 관내에서는 어디서든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범죄의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 여러분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물품을 도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금전, 재산 또는 중요한 서류를 갈취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위협 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위는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범죄의 경우들 입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신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아십시오 

•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는  경우에,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경찰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 안전하지 못한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 연계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에 연락하면 $10 + 

세금을 지불하고 30 분간 변호사와 

          기타  피해자 지원 단체 

• PEI 주 가정폭력 예방협회 
  (PEI Family Violence Prevention Inc.) 
  홍보 서비스(Outreach Services) 
  Queens    902- 566-1480                                
  East Prince      436-0517                                
  West Prince     859-8849                               
  Eastern PEI     838-0795 

• 앤더슨 하우스 – 피학 여성 및 아동 

보호소(Anderson House - Shelter for      
Abused Women and Children) 

  902- 892-0960                                           
  무료전화: 1-800-240-9894 

• PEI 주 강간 및 성폭행 센터 
  (PEI Rape and Sexual Assault Centre) 
  902 -566-8999                                           
  무료전화: 1-800-289-5656 
• 지역사회 법률정보 서비스(Community 

Legal Information Service) 및 변호사 

연계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 
  902- 892-0853                                           
  무료전화: 1-800- 240-9798 

•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 

   무료전화: 1-800-341-6868 

• PEI 주 캐나다 신규이민자협회(PEI 
Association for Newcomers to Canada) 

  902 -628-6009 
• 긴급전화: 911

범죄 피해자가 

되었습니까?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