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호주는 호주에서 가장 다양한 면을 자랑하는 주 중에 하나로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
(31%) 정도가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서호주 인구의 절반 이상(52%)이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4분에 3 (75%)이 비호주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호주 인구의 15%는 가정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서호주에는 200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으며, 약 270개국어 및 방언 (50여
원주민 및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 언어 포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호주 주민이 믿는
종교의 수도 130여 가지입니다.

영국, 유럽, 동남아시아 및 중동, 그리고 최근에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서호주에 정착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호주 주정부는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호주 주민들이 사회, 경제 및 문화 면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다양성이 기여하는 혜택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합니다.

다문화 권익 사무소
다문화 권익사무소 (OMI)는 주정부의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부 산하 기관입니다. 주정부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양한 문화, 언어 및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서호주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주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합니다. OMI는 공공부문,
서호주 지역사회 및 사업계에 다문화주의의 리더쉽을 제공하고–보다 차별없고 생산적인
사회를 향해 파트너쉽을 창조합니다.
정책 번호 2014-18 는 다음 목표에 집중합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역량의 강화



문화적으로 차별 없는 포괄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의 지원



문화 및 언어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시민 활동에 전적인
참여 구현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서호주 문화의 다양성이 기여하는 이익 증진



시민권 (귀화), 비자 또는 이민관련 업무는 OMI의 책임 밖입니다. 이민관련 또는 호주
시민권에 관련된 정보는 이민 및 국경보호부, 131881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www.immi.gov.au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OMI 정책과 프로그램

언어 서비스
서호주 언어 서비스 정책 2014 는 서호주 주정부 정책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언어장애가 문제가 되지않도록 보장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호주 주민들이 효율적인 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민 및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 주민들, 이민자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정부기관에 방문했을 때에 영어 소통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통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호주통역카드를 소지하시면 여러분의 언어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armony@omi.wa.gov.au
서호주 언어서비스정책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우리의 업무 (What we do)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전단지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금 프로그램
지역사회 지원금 프로그램 (CGP)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비차별 문화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CGP
지원금은 또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서호주 문화의 다양성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둡니다.
서호주의 비영리 지역사회기구 및 그룹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2 월과 9 월 두
차례 실시됩니다. CGP 에는 4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소규모 프로젝트 ($5000-$20,000),
대규모 프로그램 ($20,000-$50,000), 지역사회 경축행사 프로젝트 ($20,000), 그리고 이벤트
및 지역사회활동 프로젝트 (상한금 $5,000)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OMI 지원금 담당 직원에게 grants@omi.wa.gov.au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양식은 본 홈페이지 지원금 (Grants)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및 출판물
OMI 홈페이지에는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와 출판물이 다양한 정보와 자료 (Diversity
information and Resources) 부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호주 문화의 다양성, 문화와 종교
정보 및 교육 관련 통계 자료들을 포함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관들의 홈페이지와도
링크로 연결됩니다.

서호주 서비스 및 연락처 목록
서호주의 정부기관, 사설기관 및 사업계
쉽지가 않습니다. 서호주 서비스 및 연락처
교통, 육아와 법률 분야에서 꼭 필요한
지역정부의 근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부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룹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를
목록은 각 서비스 분야, 주택, 고용,
정보와 연락처는 물론 연방정부,
홈페이지의 연락처 목록 (Contact

헤아리기는
교육, 건강,
주정부 및
Directories)

정착 서비스 카탈로그
서호주의 정착서비스 카탈로그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
(CaLD) 에게 제공하는 정착서비스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



가족 및 사회 지원



건강



주택



사법



언어 서비스



교통

지역 별로 찾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서호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지역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 홈페이지의 연락처
목록 (Contact Directories) 부문에서 목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 균등
평등 사회인 서호주는 차별대우를 허용하지 않으며 서호주 기회균등법 1984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호주 기회균등위원 (www.eoc.wa.gov.au) 에게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서부호주 경찰 도움 센터를
(전화 131 444)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환영합니다.
OMI 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서호주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해서 중요한 사안을
거론하시고 싶거나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하모니 전용 이메일
harmony@omi.wa.gov.au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비영리 행사 자료를
저희 행사달력(Events Calendar) 에 제출하시면 행사 광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출 방법은 행사달력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OMI 업무와 프로그램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권익 사무소 (Office of Multicultural Interests)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부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주소: 140 William Street
Perth 6000
전화: (08) 6551 8700
팩스: (08) 6552 1555
이메일:harmony@omi.wa.gov.au
홈페이지: www.omi.wa.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