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나아가는 길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성폭력과 성희롱을 막기 위한 액션플랜’ (IT’S NEVER OKAY: AN ACTION 
PLAN TO STOP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을 시행함으로서 주민 전체를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협박. 공포심 및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여 안전한 온타리오주를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이 기획은 아래 내용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포함합니다.  

직장. 캠퍼스. 가정.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소개.

범온타리오주 공교육과 의식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시행하여 기존의 의식을 전환하고, 
강간문화에 대한 즉각 태도변화를 증진 및 뿌리깊은 의식과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세대간 전환의 장기화를 도모.

법집행부원으로부터 다정하고 세심한 반응을 지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시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고를 유도

형사고발 모델을 강화하고 지원을 증가하여 피해자들의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경험을 
증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건강한 관계 및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체육 교과과정 갱신.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의 교육, 예방, 이의제기 절차 및 반응을 포함한 각종 성폭력과 
성희롱 규정 도입을 의무화하는 입법 소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센터의 우수하고 적시적합한 케어를 상시(
하루 24시간, 주7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건강, 사회복지, 교육 및 사법 분야 전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신 훈련을 
개발하여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접대분야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위해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개발

시(구)운영 성폭력 센터에 지급하는 지원금 증가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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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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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으려면 211에 전화하거나 211.CA를 방문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 ONTARIO.CA/ITSNEVEROKAY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무료 법률상담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형사적 고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고정 라운드테이블을 성립하여 온타리오주를 
캐나다 안에서의 리더로 발탁

직업장내 법규를 확대하여 근로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을 
강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는 고용주들에게 더 강력한 성폭력예방사내규칙을 개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을 집행하는 행위도 포함

온타리오주 예술가를 지원하는 창의적인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동의와 강간문화 
및 성차별과 같은 이슈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지원.

한국어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