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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노예 

호주에서 인신매매와 노예는 중범죄입니다. 

인신매매와 노예는 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000 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호주 경찰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31 45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신매매나 

현대판 노예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인신매매와 노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인신매매와 노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접대업, 건설업, 임업, 광업 또는 농업과 같은 산업들에서 

일어나는 노예, 노역 또는 강제 노동 

 빚을 갚기 위한 노예 살이 

 성적 착취 

 강제 결혼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인신매매와 노예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인신매매와 노예는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착취자로부터 복수를 당할까 또는 

자신의 이민법적 신분을 잃을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인신매매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압이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 



DSS1623.06.15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고용주나 제 3 자에게 엄청난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여권이나 기타 개인 서류를 제 3 자가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때 이 서류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여러분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인신매매나 노예의 상황에 있거나 그러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호주연방경찰 

(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131 237 (131AFP)번으로 전화하거나, AFP 웹사이트, 

www.afp.gov.au 에서 도움을 얻으십시오. AFP 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고 조언을 제공하며 숙소, 

경제적 지원, 상담, 법률 및 이민 관련 조언 등의 도움을 줄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나 노예 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Trafficked People Program)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호주 적십자(Australian Red Cross)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기관들이 있습니다. 

1800RESPECT 는 호주 전국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상담소 (Australia’s National Sexual Assault,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service)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전화 및 온라인 상담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원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답을 드리며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 기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1800 737 732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1800RESPECT 의 웹사이트인 www.1800RESPECT.org.au 를 방문 

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131 450 번, 통번역 서비스 협회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로 전화하십시오. TIS 의 

통역사는 여러분이 다른 서비스 기관과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지만, TIS 자체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통화는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호주 내 인신매매와 노예 행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Support for Trafficked People Program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 www.dss.gov.au 또는 Australian Red Cross 웹사이트, www.redcross.org.au 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national_stpp@redcross.org.au 로 Australian Red Cross 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노예 행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웹사이트,  

www.homeaffairs.gov.au 나 Australian Federal Police 웹사이트, www.afp.gov.au 를 방문하셔서 

“human trafficking”(인신매매)를 검색하십시오. 

http://www.afp.gov.au/
http://www.1800respect.org.au/
http://www.dss.gov.au/
http://www.redcross.org.au/
http://www.homeaffairs.gov.au/
https://www.afp.gov.au/what-we-do/crime-types/human-traffic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