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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인종 평등 의제 

안내 

본 문서는 호주 내 인종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의제를 규정하며, 인권차별위원회 

의장으로써 제 임기 동안 해야 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의 

자료를 참고로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관행을 검토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밝혀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 경제 및 문화 

지평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함께 조화되는 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위원회 의장(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 

헬렌 스조크 박사(Dr Helen Szoke) 

제 1 목표: 사회 및 경제적 성과 보장 

(a) 불평등 감소 및 삶의 기회 개선 
 

(b) 지속 가능한 취업 성과 지원 
 

(c) 해외 학위/자격증 인정 
 

(d) 포용 교육 지원  
 

(e) 언어 숙달 및 능력에 대한 투자 
 

(f) 적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적 역량 증대 
 

제 2목표: 강력한 법률 체계 구축 
 

(a) 차별에 대한 보호 개선 
 

(b)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민에 대한 헌법적 인정 
 

(c) 호주 원주민 권리선언 이행 지원 
 

(d) 단기 이민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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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목표: 인종차별 및 인종 혐오 예방  
 
(a)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이에 대한 대책 지원 
 

(b) 집단 괴롭힘 및 인종 혐오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인종차별과의 전쟁 
 

(c)  인종 혐오 및 폭력에 대한 대책 개선  
 

제 4목표: 호주의 다양한 공동체 지원에 대한 리더쉽  
 

(a) 모든 수준에서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는 고용 리더쉽 장려  
 

(b)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표현의 다양성 진작  

 

(c) 미디어를 통한 협력 및 협업 구축. 

 

 

 
호주 인권위원회(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 괴롭힘 및 왕따에 관한 불만들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혐오를 포함한 인종 차별 

 나이 

 성적 선호도, 범죄 기록, 노조 활동, 정치적 의견, 종교 또는 사회적 

뿌리(취업에만 해당) 
 

차별 및 권리에 대한 무료 자문을 받으시거나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위원회의 

소송정보 전화(Commission’s Complaint Information Line)인 02 9284 9888번, 

1300 656 419번(호주 국내) 또는 1800 620 241번(TTY)으로 연락하십시오.  
 

불만 제기 또는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정보는 www.humanrights.gov.au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인권위원회에 

이메일(complaintsinfo@humanrights.gov.au)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