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에서 귀하의 권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인권
빅토리아주에서는 인종이나 종교, 성별, 정치 신념 및
기타 다양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종교를 실천함은 물론 각자의 문화와 가족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이라 불리며, 빅토리아주에서는 개인의
출생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
만약 귀하의 직장에서 또는 집을 빌릴 때, 학교나
상점, 음식점에서 또는 스포츠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법에
위배됩니다.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

피부색, 문화나 인종, 가족 배경, 출신국가

•

종교, 종교 신념이나 활동. 예, 모스크나 시나고그,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또한 특정
종교 신념을 갖지 않아도 됨

•

장애나 질병, 부상. 예, 귀하가 장애나 질병이
있다면 그로 인해 처벌받는 일 없이 다른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사는 그에 합당한 주선을 하여 귀하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부모나 간병인. 예, 자녀나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일반 업무시간과는 다른 시간에 일을 할 수있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쉴
수 있음

•

연령. 예, 직업을 신청할 때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음

•

남자 또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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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예, 카페나 놀이터 등 공공
장소에서 모유 수유할 수 있으며, 임신중이거나
모유 수유할 때에도 일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합법적인 성행위. 예, 성적 파트너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

•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 예,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퀴어, 이성애자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결혼 여부. 기혼이거나 이혼하였거나 미혼이거나
동거하거나에 관계없이 여전히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함

•

외모. 예, 귀하의 키나 몸무게, 체격, 털이나 점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됨

•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행동. 예, 직장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처벌받아서는 안됨

•

노조활동. 예, 노조원이거나 파업에 참여함을
이유로 해고당할 수 없음

•

정치사상, 신념, 활동으로 인하여, 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

또한 귀하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귀하의 인권 또는 차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며,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위원회
전화 1300 292 153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300 152 494번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만사항을 제출한 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해당 불만사항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불만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곧 법정 출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humanrightscommission.vic.gov.a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한 공공 장소와 직장, 정부 기관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도 무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cessible formats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to download from
our website at humanrightscommission.vic.gov.
au/resources in PDF and RTF. Please contact the
Commission if you require other accessible formats.

We welcome your feedback!
Need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Commission:
Enquiry Line
Fax		
TTY		
Email		
Website

1300 292 153 or (03) 9032 3583
1300 891 858
1300 289 621
enquiries@veohrc.vic.gov.au
humanrightscommission.vic.gov.au

Were these resources useful? Easy to use? Would you
like to see something else included? Please email us
at communications@veohrc.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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