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차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종 차별, 희롱 혹은 혐오를 목격하거나 겪고 있을 경우, 참고 지나가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인종 차별주의자의 행동에 피해자가 된 경우
•

귀하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 위협을 받은 경우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o

위급 혹은 생명 위협 상태에서는 트리플 제로 (000)에 전화하여 경찰을
요청하십시오.

o

경찰 지원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위험이 없을 경우, Police Assistance Line (131
444)에 전화하십시오.

•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안전하다면, 연루된 사람과 직접 문제 제기를 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직접 연락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호주
인권위원회 (AHRC)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o

AHRC에 불만 제기를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www.humanrights.gov.au/complaints를
방문하거나 AHRC의 내셔널 정보 서비스 1300 656 419 혹은 02 9284 9888에
전화하십시오.

목격자들의 힘
인종차별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말을 할 때 피해자는 지원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인종차별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재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험에는
빠뜨리지 말아야 하지만 안전할 경우 목소리를 내고 피해자 편에 서십시오. 단순한 동작 하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의 행동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목소리를 냅니다 – 인종차별이라고 부르고 가해자가 그 행위가 용납되지 않음을 알도록
합니다

•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표적이 되는 사람 옆에 서서 괜찮은지 물어 봅니다.

•

증거를 취합니다 – 그 사건을 전화에 리코드하고 가해자의 사진을 찍고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호주인권위원회에서 목격자들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방문 사이트:
https://itstopswithme.humanrights.gov.au/respond-racism

인종차별과 당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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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인종, 색깔, 국적 혹은 개인 및 그룹의 민족성에 근거하여 공개적으로 모욕, 굴욕 혹은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 유형을 인종적 혐오로
분류합니다.
인종적 혐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e-포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및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에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자료

•

소책자 혹은 전단지 등 신문, 잡지 혹은 기타 발행물 내의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코멘트 혹은
이미지

•

대중 집회에서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연설

•

숍, 근무지, 공원, 대중 교통 혹은 학교 등 공공 장소에서 인종적으로 가학적인 코멘트

•

스포츠 행사에서 선수, 관객, 감독 혹은 관리 요원들에 의한 인종적으로 가학적인 코멘트.

법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인종적 혐오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행동은 “적절하게 그리고 선의로 행해진”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어떤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인종, 색깔, 혈통, 국적 혹은 민족성이나 이민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을 때 나타납니다. 예로는 특정 인종 배경이나 피부 색깔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 동등한 규칙이나 정책이 특정 인종, 색깔, 혈통, 국적 혹은
민족성이나 이민 상태의 사람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줄 때 발생합니다. 예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근무시에 모자나 기타 머리에 쓰는 것을 착용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일부
인종적/민족성 배경의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종적 혐오를 겪고 있을 경우 호주 인권위원회에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만제기 절차는
간단하고 무료이며 융통성이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불만제기를 하길 원하실 경우 www.humanrights.gov.au/complaints 를
방문하십시오.
국립 정보 서비스
호주 인권위원회의 국립 정보서비스 (NIS)는 개인과 기관 및 고용주들에게 인권 및 차별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NIS 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권 및 차별 연방 법규 하에 귀하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인권위원회에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귀하의 상황에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의논

•

불만제기 방법, 불만제기 대응 방법 혹은 특정한 차별 사안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귀하를 도울 수도 있는 다른 기관에 귀하를 의뢰

NIS 가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없음을 주지하십시오.
본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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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300 656 419 or 02 9284 9888

•

이메일: infoservice@humanrights.gov.au

•

팩스: 02 9284 9611

•

국립 릴레이 서비스: 1300 555 727 (Speak and Listen) 혹은 인터넷-relay.nrscall.gov.au

통번역 서비스
통번역서비스 (TIS National)는 영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입니다. TIS National
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영어권 사용자들에게 무료입니다.
•

전화: 131 450

•

웹: www.tisnational.gov.au

상담 및 정신 보건 웰빙
COVID-19 대유행 기간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 고안된 신규 지원 서비스가 모든 호주인들에게
주 7 일 하루 24 시간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 지원 서비스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oronavirus.beyondblue.org.au/
개인 위기 및 정신 보건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Beyond Blue 1800 512 348 에 혹은 Lifeline 13 11
14 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키즈 헬프라인은 5 세에서 25 세까지의 연령대를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아동, 십대 및 청소년은
언제든지 1800 551 800 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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