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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공공부문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개인적 이해, 탐욕 혹은 범죄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IBAC는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개인의 삶에 해를 가하는 부패 혹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BAC 는 빅토리아주의 부패 방지 기관입니다

1. 부정 부패 보고

IBAC 의 비전은 적극적으로 부정부패를 타파하는 공공부문을

IBAC 는 매년 공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에 대해 약 5000 건의

위한 것입니다.

진술을 입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패를 드러내는데 있어
그리고 공공부문 전 분야의 현재 동향 및 위험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
 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및 공공
기관에서의 부정행위 포함) 에 대한 통지 및 불만제기 입수
2. 부
 패 및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드러내며 심각하고 조직적인
사안들에 우선순위 부여
3. 공
 공부문, 경찰 및 지역사회에 부패 및 부정행위의 위험과
영향 그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 제공.

IBAC 는 본 기관의 연구 상황과 기타 다른 불만제기들 그리고
기밀 자료들과 함께 각 불만 제기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점검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불만제기를 타기관으로 의뢰 가령, 빅토리아주 옴부즈먼
(Victorian Ombudsman), 빅토리아주 경찰 (Victoria Police),
혹은 불만제기가 관여된 기관 등 IBAC는 종종 이들 사안의
결과를 검토하여 철저하게 조사되고 적절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직접 불만제기 조사 IBAC 는 이 결정 제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차후 조치 없음.

IBAC 의 관할권 – 빅토리아주의 공공부문

주정부

시의회

빅토리아주 경찰

주의회

사법부

• 관계 기관

• 시의원

• 정식 경찰관

• 의원

• 관계 부처

• 시의회 직원

• 보호 서비스 경찰관

• 선거구 담당관

판사, 법관 및 기타 사법기관
구성원들:

• 공립 의료 서비스

(PSO)

• 각료 직원

• 고등법원 (Supreme Court)

• 학교

• 신임 경찰관

• 지방법원 (County Court)

• TAFE 및 대학교

• 구류담당 경찰관

• 검시관 법원 (Coroners Court)

• 직원

•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

(VCAT)

공공부문 부패란?

경찰 부정행위란?

부정부패는 공공부문 직원이 부정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계약을 제공하거나 비밀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 혹은 누설하는 것입니다.

IBAC 는 또한 빅토리아주 경찰관의 더 광범위한 부정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는 경찰 직원의 불쾌한 물건 유포, 음주운전, 근무일지/
등록부에 거짓 기록 혹은 공권력 남용 등을 포함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정행위는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위임된 권한 수행
혹은 의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혹은 전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불만제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식 경찰관, 신임 경찰관, 직원 및
보호 서비스 경찰 (PSO) 들을 포함합니다.

2. 부정부패 조사

3. 부정부패 방지

법률에 따라 IBAC는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공공부문 부패 및
부정행위의 진술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IBAC는 불만제기
혹은 통보를 조사하거나 ‘기관이 발의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관은 공공부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적 자금이 의도한
대로 소비되도록 할 책임을 가지며 모든 빅토리아 주민들을 위해
중요한 정부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본 기관은 부패 혹은 경찰 인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범죄 기소 혹은 차후 조치 권장은 가능한
결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기관은 또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체제를 권장하거나 개선 사항을 수행합니다.

검사 수행
검사는 IBAC 의 조사 절차의 일환이며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수행됩니다. 본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할 경우 공청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 예외적인 상황
• 공익에 부합
• 개인의 명예나 안전 혹은 복지에 부적절한 해를
초래하지 않고 열릴 수 있을 경우.

IBAC 권한의 적절한 집행
조사 기간 동안에 IBAC에 의해 아래 사항 수행 가능:
• 문서 및 기타 사항 작성 주도
• 건물 진입 및 수색, 문서 및 물건 압수
• 감시 고안물 이용, 전화 통화 인터셉트
• 사적 및 공적 검사 수행
• 공청회에서 사람들이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
본 기관은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수행하기 이전에 법정 (court)
및 재판소 (tribunal) 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기관은 본 기관의
권한 사용에 대해 주 및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공공부문 부패 및 심각한 부정행위의 방지는 IBAC의 우선순위
사항이며 본 기관 전체가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빅토리아주 체제 전역의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IBAC는 아래
사항 수행을 위해 포괄적 범위의 방지 개입을 고안하고 제공하며
평가합니다.
• 개인이 부패 및 심각한 부정행위를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권한 부여
• 부패 및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기관 지원
•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패 방지 문화 창출을 위한 사회적
규범 강화.

부정부패의 영향력 이해
착취 혹은 부패의 가장 취약 지점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본 기관은 주요 동향 및 사안에 대해 그리고 시스템과 업무의
개선을 위한 기회를 강조하는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 전략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연구는 본 기관의 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
사항을 위해 사용됩니다.
• 부정부패 및 그 유해함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공공 부문에 참여
• 부정부패 신고를 향상하고 신고를 다루는 공공부문의
역량을 구축
• 기관들이 부패 위험에 대비하도록 최근 정보 및 기밀로
경각심 제공.

IBAC 는 빅토리아주의 부패방지 기관으로서 공공부문 부패 및 경찰 부정행위 예방을 책임지고
Level 1 North Tower
459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GPO Box 24234
Melbourne VIC 3001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T 1300 735 135
F (03) 8635 6444

부정 부패 신고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www.ibac.vic.gov.au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300 735 135 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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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서비스에 13 14 50 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심각한 부패 및 경찰 부정행위 조사
• 부패 및 경찰 부정행위의 위험 및 영향, 그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공공부문,
경찰 및 지역사회에 통지.

www.ibac.vic.gov.au/general/accessibility/tr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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