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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및 조기 결혼 
호주에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결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8 세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16 세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은 강요를 받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결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혼인 중매 결혼은 강제 결혼과 다릅니다. 중매 결혼은 호주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경찰, 000 번으로 전화해 신고하십시오. 호주 
경찰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1800 RESPECT 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800 
737 73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무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31 45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강제 결혼을 위해 누군가를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거나 보내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강제 및 조기 결혼을 시키기 위해 때때로 결혼할 사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들을 다른 나라나 국경 너머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자신 또는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호주 연방 경찰 (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131 237 번으로 신고하십시오. AFP 는 초기 상황에 알맞은 조언을 
제공하고 강제 및 조기 결혼이나 인신 매매의 피해자들이 숙소, 경제적 지원, 상담 및 법적 조언 등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기관과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FP 웹사이트, www.afp.gov.au 를 참고하십시오. 링크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이 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기관들이 있습니다. 

1800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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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RESPECT 의 웹사이트, 
www.1800RESPECT.org.au 를 방문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무료 전화 131 450 번으로 전화하셔서 통번역 서비스 협회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TIS 는 여러분이 다른 서비스 기관과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며, 상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강제 결혼 및 인신 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무성 (Attorney-General’s Department) 웹페이지, www.ag.gov.au 를 참고하십시오. 링크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http://www.afp.gov.au/policing/human-trafficking
http://www.1800respect.org.au/
http://www.ag.gov.au/CrimeAndCorruption/HumanTrafficking/Pages/ForcedMarriage.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