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인종차별 정책
(National Anti-Racism
Strategy)
정책 소개
2011 년 호주 정부는 국가 반인종차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국가 반인종차별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호주
지역사회의 명확한 이해를 촉진한다.
본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이 개인 및 보다 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고취
∙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우수 실천 계획의 규명, 홍보 및 구축
∙지역사회와 개인이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종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본 정책은 호주인권위원회의 인종차별방지위원장을 선두로 하는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기타 협력 관계 기관: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원주민사업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호주 다문화위원회(Australian
Multicultural Council), 호주 원주민 국가 회의(National Congress of Australia’s First Peoples) 및
호주 소수 민족 지역사회 위원회 협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본 정책은 2012 년 7 월에서 2015 년 6 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 의식, 교육 자원 및
청소년 동참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지적, 욕이나 폭언, 희롱이나 위협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증가시키는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의견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인종차별은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취업, 교육, 스포츠 및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사람들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나 관행들을
통해 제도적인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다른 인종에 대한 기회, 자원 및 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믿음은 종종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호주에서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은?
욕이나 악설과 같은 인종차별적 행위는 어떤 인종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 그리고 인종 및 문화적 소수민족들과
같은 일부 호주 사람들은 인종차별 및 차별에 보다 취약합니다. 일부 종교 집단의 구성원들
역시 인종이나 문화 때문에 차별을 경험합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저희는 2012 년 3 월에서 5 월까지 호주 전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23 회의 자문회의에 약 700 명의 사람들이 참석
∙ 1500 부 이상의 전자 설문조사 시행 및 200 여 의견 접수

저희가 받은 확고한 메시지는 바로 인종차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직장
∙언론
∙ 학교 및 고등교육
∙ 정부 서비스
∙ 인터넷
∙ 스포츠
인종차별 – 우리가 끝냅시다
본 정책은 인종 차별 종식을 위해 호주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종차별 종식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을 취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이 개인 및 보다 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고취
∙ 인종차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중 의식 고취 캠페인 발족
∙ 반인종차별 정책과 그 활동을 촉진할 지도자들과 협력
∙인종차별의 영향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인종차별 연구 촉진

인종차별 예방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호주인들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진작하는 정책과
법률 지지
∙젊은이들에게 중점을 두어, 인종차별에 대한 우수한 교육 자료를 담은 웹사이트 구축
∙우선 순위 분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우수한 계획을 지원
∙모든 단계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가, 주, 지역 단계에서 우수한
계획을 지원

개인과 지역사회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인종차별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있게 알 수 있도록 하기
∙ 개인과 지역사회가 조직과 시스템의 인종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 육성
∙ 인종차별의 위험이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 시행
국가 반인종차별 정책은 3 년의 기간 동안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2 년 7 월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공공의식 캠페인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공동체 인식을 구축하고, 인종차별의 경제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감소시키고 존중과 평등을 장려하는 기존 기획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2013 년 7 월부터: 반인종차별 교육 자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인종차별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수한 자료 수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영역의 기관들과 협력을 시작하여, 조직과 시스템에서 인종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수한
접근 방식을 규명할 것입니다.
2014 년 7 월부터: 수집하고 개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협력기관들과 손을 잡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인종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 년의 기간이 종료되면, 반인종차별 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참하기
반인종차별 정책 사무국
전화: 02 9284 9600 또는 1800 620 241(TTY)
이메일: antiracismsecretariat@humanrights.gov.au
웹사이트: www.humanrights.gov.au/antiracism
주소: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호주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합니다.
차별 및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민원 제기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민원 정보 안내
전화 02 9284 9888, 1300 656 419 번(국내전화) 또는 1800 620 241 번(TTY)으로 연락하십시오.
민원 제기 및 응대에 대한 정보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 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 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