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공동체 
전략 협의 질문 

	 
법률 구조에 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1. 귀하는 어느 인종공동체에 속합니까? 

2. 귀하가 인종공동체원/유색인종이 아닐 경우, 귀하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 Ontario - LAO)의 인종공동체 전략 협의에 대해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3.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경우, 귀하는 어디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4. 귀하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 들어본 적이 있을 경우,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서비스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b. 법률 구조 서비스가 이용하기 쉬웠습니까? 

5.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귀하가 속한 공동체의 
경우) 

6.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귀하가 속한 공동체에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종공동체를 위한 

법률 구조 서비스 
 

1. 귀하는 유색인종 의뢰인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백인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2.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인종공동체에 대한 각종 서비스(변호사 
수임료 지불, 법률 조언 또는 재판 당일 도움 제공, 법률 클리닉 재정 지원 
등)를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속한 공동체는 현재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분야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귀하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 분야가 있습니까?) 

4. 귀하가 속한 공동체는 현재 어떤 법률 구조 서비스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법률 구조 담당자의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1. 법률 구조 담당자가 인종공동체원을 돕는 방식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 인종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법률 구조 
담당자가 어떤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겠습니까? 

3. 현재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은 특정 의뢰인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에게 동 공동체의 취약점에 관한 구체적 법률 지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어떤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종별 데이터의 수집 

 

LAO는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한편 인종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온타리오주 정부에 알릴 목적으로 인종별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1. 귀하가 법률 구조를 신청할 때, 귀하가 어느 인종인지 누군가에게 밝히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2. 사람들이 자신의 인종에 관한 질문에 기꺼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서비스 의뢰인에 관해 수집하는 인종 
데이터(의뢰인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를 제 3자와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a.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누구와 공유되어야 
하겠습니까?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학계, 변호사 등) 

4. 이 밖에 또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겠습니까(연령, 성별 등)?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옹호하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 

 

1. 사법 체계에서 귀하의 인종이 귀하에 대한 처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변화를 권고하는 일에 있어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려면 귀하가 속한 
공동체 내 어느 집단 또는 단체와 협력해야 하겠습니까? 

3. 인종공동체의 권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4.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이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Legal Aid Ontario | www.legalaid.on.ca 또는 1-800-668-8258(무료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