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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호주 
이 장을 통해서 호주의 문화, 혁신 및 국가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호주는 사업과 통상에 있어서 역동적인 파트너이자 
존경 받는 국제 시민이다. 호주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쇄신에 대한 새로운 이민자들의 공헌을 소중하게 여긴다. 

국토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 중 하나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호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대륙 중에 가장 평평하고 건조하다. 호주 대부분의 지역은 토양이 좋지 않고 강우량이 적어 농사를 짓기 어렵다. 건조한 
내륙 지대를 ‘오지(outback)’ 라고 하며, 특히 외지고 환경이 거칠다. 호주에서, 물은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호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다. 호주의 북부에 열대 지역이 있지만, 중앙의 내륙에는 사막이 
자리하고 있다. 남쪽에서의 온도는 산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부터 건조한 폭염이 오는 여름으로 변한다. 

호주 정부는 6 개의 주와 2 개의 본토 테리토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토도 관리한다. 
• 애시모어 카르티에 제도 
• 크리스마스 섬 

• 코코스(킬링) 제도 
• 저비스베이 테리토리 

• 산호해군도 

• 호주 남극 테리토리에 있는 헤럴드 섬 및 맥도널드 섬 
• 노퍽 섬. 

세계 문화유산지 
다음과 같은 호주 지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의 세계 문화유산목록에 수록되었다. 

문화 
• Australian Convict Sites (호주 교도소 유적지) 
• Budj Bim Cultural Landscape (부즈 빔 유적지) 
• 멜번의 Royal Exhibition Building (왕립 박람회장) 및 

Carlton Gardens (칼튼 정원) 
• Sydney Opera House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연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및 퀸즈랜드 (Riversleigh/ 

Naracoorte) 의 Australian Fossil Mammal Sites (호주 
포유류 화석보존 지구) 

• Fraser Island (프레이저 섬) 
• 호주의 Gondwana Rainforests (곤드와나 열대우림) 
• Great Barrier Reef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 Greater Blue Mountains( 그레이터 블루마운틴 ) 

• Heard and McDonald Islands( 허드 맥도날드 제도 ) 

• Lord Howe Island Group( 로드 하우 섬그룹 ) 

• Macquarie Island( 맥쿼리 섬 ) 

• Ningaloo Coast( 닝 갈루 해안 ) 

• Purmululu National Park( 푸뮬 룰루 국립 공원 )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샤크 베이 (Shark Bay) 

• 퀸즈랜드 주의 열대 우림 . 

혼합 
• Kakadu National Park( 카카두 국립 공원 ) 

• 타즈마니아 주의 야생 

•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울룰루 -카탸츄타 
국립공원 ) 

• Willandra Lakes Region (윌란드라 호수 지역). 

위에 나열된 서구식 도해와 자연의 경이 이외에도,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천여개의 
신성한 지역들이 호주 전국에 있다. 이들 지역은 호주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호주 국민에게 중요하다. 신성한 
지역들은 광활한 풍경을 만들고 문화적 가치를 불어 넣고, 친족 관계와 사회적 질서를 마련한 조상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 

울룰루 -카탸추타 국립 공원 내 에어즈록 밑에 
있는 파도 모양의 바위 

광활한 나라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이 땅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항상 이웃 지역들과의 접촉을 중시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를 여행한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송라인 (song-lines) '은, 호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문화 및 언어 집단들을 망라하여, 전통 법, 역사 및 
문화를 지리와 연결하는 스토리이다. 송라인은 수천년동안 
유지되고 행해졌다. 

호주 다른 지역들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상점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들이 있다. 
우리는 외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외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한 호주의 위인들이 있다. 

타즈마니아 주의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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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라디오 
1929 년에 아들레이드 출신의 알프레드 트레가 (Alfred 
Traegar) 가 최초로 페달로 동력이 공급되는 라디오를 
고안했다. 사용자들은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쌍방향 
라디오를 작동시킬 수 있었다. 여러 외딴 농장, 벽지 
선교기지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들의 
마을이 모두 이 발명품으로 도움을 받았다. 페달 라디오는 
호주의 2 가지 위대한 기관인 왕립 항공의료 서비스 (Royal 
Flying Doctor Service) 와 방송 학교 (School of the Air) 
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왕립 항공의료 서비스 (The Royal 
Flying Doctor Service) 
존 플린 (John Flynn) 목사는 벽지 지역에서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였다. 그는 비행기로 의사를 오지의 
환자에게 신속하게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정부와 콴타스 항공 
(Qantas) , 자선기금의 도움을 받았다. 1928 년에 왕립 
항공의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하지만, 일부 벽지 
주민들은 여전히 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었다. 페달 
라디오의 도입은 더욱 외진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빨리 의사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방송 학교(School of the Air) 
1950 년대까지, 외딴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은 기숙학교에 
다니거나 우편으로 수업을 이수해야 했다(상기 그림 
참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왕립 항공 의료 
서비스 부회장이었던 애들레이드 미엣키 (Adelaide 
Miethke) 는 항공의료 무선서비스가 집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말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쌍방향 방송 수업은 1948 년에 
앨리스 스프링스 (Alice Springs) 에서 시작되었다. 몇 년 
후에는 방송 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호주의 
경험은 많은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구식 페달 라디오는 고주파 라디오로 교체되었다가 
이제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대체한다. 호주의 왕립 
항공의료 서비스와 방송 학교는 여전히 호주의 벽지 
주민들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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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정체성 
원주민의 유산과 문화, 영국의 기반, 국민들의 다양성, 우리의 역사, 일상생활을 안내하는 가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위인들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호주의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6 부, 우리의 호주 이야기 우리의 역사 돌아보기. 이 장에서는 호주의 식민지 역사를 비롯하여 토착 원주민과 토렌스해협 
도서민의 근대 및 현재 상황들에 관한 사안들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에는 호주의 다양한 다문화 사회의 근원 및 특성을 
비롯하여, 전쟁 등과 같이 우리가 한 나라로서 직면해왔던 어려움들도 포함된다. 

이 장의 나머지 부문에서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에 대해 다룬다.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많은 호주인은 스포츠를 사랑하며, 호주의 운동선수들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호주의 역사에 걸쳐서, 스포츠는 호주의 특성이 되고 호주 국민들을 단결시켰다. 초기 정착기부터, 스포츠는 힘든 현실 
생활에서 벗어나는 도피처를 제공해주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호주 군인들은 전쟁터의 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 
대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스포츠는 선수들과 관중에게 모두 소속감은 물론 호주 사회에 중요한 일에 참여한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공통기반을 
제공한다. 가장 성공적인 운동선수들 중에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그리고 이민자들도 포함된다. 

호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켓, 농구, 넷볼, 하키 등과 같은 팀 스포츠에 참여한다. 축구, 럭비 리그, 럭비 유니온, 호주의 
독보적인 Australian Rules Football ('오지 룰스')는 호주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수영, 테니스, 육상, 골프와 사이클링, 
부시워킹, 서핑 및 스키도 인기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다. 

호주는 크리켓 경기에서 이룬 세계적인 성공을 특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호주와 영국의 크리켓팀은 19 세기 후반부터 팽팽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국을 정지시키는 경마 경기’인 멜번 컵은 세계에서 최대 경마 대회 중 하나이다. 첫 멜번 컵은 1861 년에 열렸고, 1877 년 
이후로 빅토리아 주에서는 멜번 컵이 열리는 11 월 첫 번째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켜져 왔다. 

도널드 브래드먼 경 
(Sir Donald Bradman: 1908–2001) 
역사상 최고의 크리켓 타자로 손꼽히는 도널드 브래드먼 
경은 호주 스포츠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보우랄 (Bowral) 지역에서 
성장하였고, 1928 년에 처음으로 호주 크리켓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였다. 

그는 몸집이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1930 년 
그의 첫 번째 영국 순회전에서 그는 거의 모든 타격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21 세에 이미 호주의 전설인 인물이 되었다. 
1948 년 그의 마지막 순회전에서는 그의 팀이 영국에 단 
한번도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군단’ (The Invincibles)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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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호주의 활기찬 예술계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문화적 전통이 어우러져 있다. 영화, 미술, 연극, 음악 및 무용 
등을 포함한 호주의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은 국내외에서 널리 호평을 받고 있다. 

문학 
호주는 강력한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문학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스토리텔링부터 시작되어 18 
세기 말에 호주로 이주해 온 죄수들의 구전 설화로 이어진다. 

호주의 초기 저술은 대부분 미개간지와 가혹한 환경에서 겪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헨리 로슨 (Henry Lawson) 과 
마일스 플랭클린 (Miles Franklin) 과 같은 작가들은 미개간지와 호주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시와 소설을 집필했다. 

패트릭 화이트 (Patrick White) 는 호주의 소설가로서 1973 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다른 유명한 현대 호주 작가로는 피터 
캐리(Peter Carey), 콜린 맥컬로우 (Colleen McCullough) , 샐리 모건 (Sally Morgan) , 팀 윈턴 (Tim Winton) , 톰 케네알리 
(Tom Keneally) , 브라이스 코트니 (Bryce Courtneay) 등이 있다. 

주디스 라이트 (Judith Wright: 1915 – 2000) 
주디스 라이트는 뛰어난 시인이면서 자연보호자, 원주민 
권리 운동가였다. 그녀는 호주와 호주인들에 대한 사랑을 
시로 표현하였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문학상 및 영국 
여왕의 시문학 부문 금메달 등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받았다. 또한, 호주 자연보호 위원회와 원주민 조약 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였다. 

주디스 라이트는 유능한 시인이면서 호주 문학의 발전과 
사회 및 환경 개혁을 앞당긴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연극과 영화 
호주의 연극, 영화 및 영화제작자들은 국내외에서 사랑 받고 있다. 케이트 블란쳇 (Cate Blanchett) , 제프리 러쉬 (Geoffrey 
Rush) , 니콜 키드먼 (Nicole Kidman) , 휴 잭맨 (Hugh Jackman) 등의 호주 연기자들과 피터 위어 (Peter Weir) , 배즈 루어먼 
(Baz Luhrmann) 등과 같은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에서의 우수성으로 여러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 

시각 예술 
가장 잘 알려진 호주의 미술은 상징적인 원주민 그림과 탐 로버츠 (Tom Roberts) , 프레드릭 맥큐빈 (Frederick McCubbin), 
아서 스트리톤과 (Arthur Streeton) 같은 화가들이 그린 19 세기의 미개간지 풍경화이다. 20 세기 중반에는 러셀 
드리스데일과 (Russell Drysdale) 시드니 놀런이 (Sidney Nolan) 강한 색채로 거친 오지를 그림에 담았다. 최근에는 브렛 
위틀리가 (Brett Whiteley) 독특하고 강렬한 스타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 알버트 나마치라 (Albert Namatjira) , 에밀리 
케임 낭워라이 (Emily Kame Kngwarreye) , 글로리아 페트 야레 (Gloria Petyarre) , 로버 토마스 (Rover Thomas) 와 클리포드 
포섬 탸팔트재리 (Clifford Possum Tjapaltjarri) 등의 작가들이 창작한 원주민 작품들은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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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무용 
가장 잘 알려진 호주 음악은 호주 원주민의 고대 악기인 디제리두의 소리이다. 

호주인들은 모든 음악 장르를 받아들여 탁월성을 보여왔으며, 클래식 음악, 컨츄리 음악, 락 음악에 대한 이바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잘 알려진 호주 음악가로는 카일리 미노그 (Kylie Minogue) , 지미 반스 (Jimmy Barnes) , 폴 켈리 (Paul Kelly) , 올리비아 뉴튼존 

(Olivia Newton-John) , 파 존 판햄 (Far John Farnham) , 닉 케이브 (Nick Cave) , 원주민 예술가인 아치 로오치 (Archie 
Roach) , 구루물 앤 제시카 마우보이 (Gurrumul and Jessica Mauboy) 등이 있다. AC / DC 및 INXS 와 같은 호주 밴드는 
전세계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호주의 무용은 로버트 헬프만 경 (Sir Robert Helpmann) , 메릴 탠카드 (Meryl Tankard) , 스테반 페이지 (Stephen Page), 
리춘신 (Li Cunxin) 등과 같은 위대한 무용가와 안무가들의 노력으로 꽃을 피웠다. 방가라 (Bangarra) 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댄스 컴퍼니이며, 독특한 댄스, 사운드스케이프, 음악 및 디자인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과학 부문의 업적과 발명 
호주인들은 의학, 기술, 농업, 광업,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과학적 업적을 이룩해왔다. 

호주는 과학적 발견 및 의학적 발견으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우수한 과학자들은 올해의 호주인 상을 받기도 했다. 2005 년에는 화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에 뿌리는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한 피오나 우드 (Professor Fiona Wood) 교수에게 이 상이 돌아갔다. 2006 년에는 경부암 백신을 개발한 이안 프레이저 

(Professor Ian Frazer) 교수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2007 년에는 뛰어난 환경 과학자인 팀 플래너리 교수가 (Professor Fiona 
Wood) 수상하였다. 

우드 교수와 (Professor Wood) 프레이저 교수는 (Professor Frazer) 모두 영국 출신의 이민자들이다. 프레이저 교수의 

(Proessor Frazer) 공동 연구자였던 고 지안 조 (Dr Jian Zhou) 박사는 중국 출신 이민자로 역시 호주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었다. 

피오나 우드 박사 
(Fiona Wood AM: 1958 년 출생 ) 
피오나 우드 박사는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외과의사이자 연구원으로 
손꼽힙니다. 성형 및 재건 수술의 권위자이자 
세계 최고의 화상 전문가인 우드 박사는 화상 
의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2 년에 발생한 일련의 발리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을 치료한 공로로 우드 박사는 2003 년 
호주 국민훈장( Member of the Order )을 
받았습니다. 화상 치료에 대한 우드 박사의 
공헌을 인정받아, 2005 년에는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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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할로우스 교수 
(Professor Fred Hollows: 1929 – 1993) 
프레드 할로우스 교수는 열정적인 안과 전문의(눈 전문 
의사)로서 호주와 개발도상국에서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프레드 
할로우스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했으며, 1965 년에 
호주로 이주하였고 나중에는 시드니 병원의 안과 
병동의 수석의사가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었으며 최초 원주민 
의료 서비스의 설립을 지원하였고, 현재 호주에는 수 
많은 원주민 의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1980 년에 이르러 프레드 할로우스는 전세계를 돌면서 
개발도상국에 눈 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1989 년 4 월에 호주의 국민이 되었다. 

할로우스 교수의 선한 활동은 프레드 할로우스 재단 
(Fred Hollows Foundation) 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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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호주인 
1960 년 이래로, 올해의 호주인 상은 뛰어난 호주인들의 업적과 공헌을 경축해왔다.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사람을 수상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올해의 호주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더 나은 호주를 만들기 
위해 공헌하도록 영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심어준다. 

올해의 호주인 상에는 올해의 젊은 호주인 상, 올해의 원로 호주인 상, 그리고 호주의 지역 영웅 상도 포함된다. 

과거와 현재의 수상자 명단은 www.australianoftheyear.org.au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뮤케 AM 박사 
(Dr James Muecke AM) 

안과 수술 및 실명 방지 선구자 2020 년 올해의 호주인 

Muecke 박사는 연구, 교육, 인프라 및 협력 국가의 
동료 교육을 통한 실명 예방을 목표로 하는 자선 단체인 
Sight For All 을 공동 설립하였다. 

뮤케 박사는 실명은 인권의 문제라고 믿으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미셸 시몬스 교수 
(Michelle Simmons: 1967 년 출생) 
양자물리학 교수이자 
2018년 올해의 호주인 수상자인 

미셸 시몬스 교수는 원자 전자공학 및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미셸 시몬스 교수가 말하는 
“컴퓨터 시대의 우주 경쟁”의 최전방에서, 수천년에 
걸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단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의약품 설계, 일기예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만한 
잠재력을 가집니다. 

미셸 시몬스 교수는 양자 정보 과학에 대한 업적과 
공헌을 인정받아 2018년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 년에는 “양자 물리학 및 원자 전기공학에서의 
리더이자 롤모델로서 과학 교육에 대한 위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호주 공로훈장( Offcer of the Order of 
Australia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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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화폐 
호주 화폐에는 호주의 주요 인물과 상징물이 그려져 있다. 

호주 화폐에 선정된 사람들은 사회개혁, 과학, 정치, 군 업적 및 예술 분야에서 진취적이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다. 

엘리자베스 2 세 여왕 ( 1926 년 출생)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은 호주의 국가수반이다. 엘리자베스 2 세는 
호주와 영국의 여왕이다.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은 자신의 오랜 통치 
기간 강하고 안정된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대중에게 인기가 높다. 

국회 의사당과 포어코트 모자이크 

국회 의사당의 조직도는 국회 의사당 건축 당국에 의해 제공된 설계 
개발 조경 계획에 기반한다. 포어코트 모자이크는 'Possum and 
Wallaby Dreaming '이라는 제목의 Michael Nelson Jagamara 의 
Central Desert 도트 스타일 그림을 기반으로 한다. 

메리 길모어 남작부인 (Mary Gilmore:1865 – 1962) 
메리 길모어 남작부인은 작가, 언론인, 시인이자 사회개혁 
운동가였다. 그녀는 여성, 가난한 자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을 대변하는 저술과 연설로 기억된다. 

AB ‘반조’ 페터슨 (AB ‘Banjo’ Paterson:1864 – 1941) 
앤드류 바톤 패턴슨은 시인, 작곡가 및 언론인이었다. 그는 ‘반조’ 
패터슨이라는 필명으로 집필하였고, 특히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인 ‘Waltzing Matilda (춤추는 마틸다)’로 기억된다. 

존 플린 목사 (Reverend John Flynn:1880 – 1951) 
존 플린 신부는 세계 최초로 항공 의료 서비스인 호주 왕립 항공 
의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는 호주의 벽지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린 업적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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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레이베이 (Mary Reibey:1777 – 1855) 
메리 레이베이는 뉴사우스웨일즈 식민지의 선구자적인 여성 
사업가였다. 그녀는 십대 죄수 정착민으로서 호주에 도착하였지만, 
차후에 호주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디스 코안 (Edith Cowan:1861 – 1932) 
이디스 코안은 사회복지사, 정치가 및 여성운동가였다. 그녀는 
최초로 호주 의회에 선출된 여성이었다. 

데이비드 유나이폰 (David Unaipon:1872 – 1967) 
데이비드 유나이폰은 작가, 연설가 및 발명가였다. 그는 과학과 
문학에 대한 공헌, 그리고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 업적으로 기억된다. 

존 모나쉬 경 (Sir John Monash:1865 – 1931) 
존 모나쉬 경은 공학자, 행정가면서 호주에서 가장 뛰어난 군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리더쉽, 지성 및 웅변술로 기억된다. 

넬리 멜바 남작부인 
(Dame Nellie Melba:1861 – 1931) 
넬리 멜바 남작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였다. 
세계적으로 ‘노래의 여왕 (Queens of Song) ’으로 알려졌던 넬리 
멜바 남작부인은 호주 최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성악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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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과 경축일 
호주 공휴일은 유럽인 정착 이후 호주 역사의 기념일과 이정표를 반영한다. 

고정 국경일 
• 1 월 1 일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경축하는 날이다. 
• 1 월 26 일 호주의 날은 호주 국민으로서의 의의를 돌아보고 현재 호주를 기념하며 공유된 역사를 인정하는 시간이다. 이 

날은 1788 년에 영국으로부터 도착한 First Fleet 을 기념하는 날이다. 
• 4 월 25 일 안작 데이는 제 1 차 세계 대전 중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 (ANZAC) 의 갈리폴리 상륙을 기념하는 날이다.또한, 

분쟁 중에 국가에 봉사하고 전사한 모든 호주인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한 모든 군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여러가지 의의를 성찰한다. 

• 12 월 25 일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는 날이다 . 

• 12 월 26 일 복싱 데이는 크리스마스 축하의 연장이다. 

가변 국경일 
• 노동절 혹은 8 시간의 날 (Eight Hour Day) 은 세계 최초로 하루 8 시간 근무 조건을 얻어낸 호주 근로자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날이다. 
• 여왕 탄생일은 호주의 국가수반인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의 탄생을 축하나는 날이다.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와 퀸즈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6 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경축행사가 열린다. 

기타 공휴일 
기타 공휴일은 주와 테리토리와 도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호주 수도 테리토리에서는 캔버라의 날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창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기타 중요한 날짜 (공휴일 제외) 
• 하모니 위크는 3 월 21 이 포함되는 주간이며 호주 문화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 호주 시민권의 날은 9 월 17 일이며, 호주 시민권이 상징하는 공동의 유대를 기념하고 미래의 호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는 날이다. 
• 국가 화해 주간은 5 월 27 일부터 6 월 3 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되며 결속과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호주 국민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사회 중 하나이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호주 인구의 약 3 퍼센트를 차지한다. 
호주 거주자의 4 분의 1 이상은 해외에서 출생하였고, 200 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이주했다. 인구의 다양성은 호주에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신념, 전통 및 문화를 제공한다. 

영연방 국가의 회원국으로서 호주는 여전히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국민들은 다양한 호주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인 호주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호주 시민권의 날은 9 월 
17 일이다. 이 날은 모든 호주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호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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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제 
호주의 경제는 안정되고 경쟁력이 있으며, 활기찬 기술 인력을 소중히 여긴다. 호주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딕 스미스 
(Dick Smith, 1944 년 출생) 
딕 스미스는 호주의 사업가, 모험가이자 
박애주의자이다. 그는 전자 사업에서 큰 부를 이루었고, 
그 재력을 호주 발전에 사용하였다. 그는 호주 산 
식품만을 취급하는 식품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호주 
소유의 회사들을 지켜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 

그는 1986 년에 올해의 호주인으로 지명되었고, 기술 
발전 및 환경 보전으로 수상하였다. 그는 최초로 증기 
기구를 타고 호주 전역과 타즈만 바다를 건너기도 
하였다. 그는 모험적인 정신과 기업가로서의 성공, 
그리고 호주에 대한 애국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금융 시장 
호주의 현대적이고 안정된 금융 제도, 세제 및 교역 규정은 기업 활동에 확실성을 가져다 준다. 관광, 교육, 금융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은 호주의 국내 총생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호주의 경제적 안정성은 호주를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만들어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의 주식시장은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무역 
호주의 가장 중요한 교역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와 영국이다.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철광석, 천연 가스, 교육 및 관광 서비스이다. 호주 경제는 개방되어 있으며, 무역은 언제나 호주의 경제 번영에 게 기여해왔다. 

광업 
호주에는 석탄, 구리, 액화천연가스, 광사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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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으로서의 호주 
호주는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호주 국민들은 세계 각지에서 불우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자긍심을 보여준다. 

국제 원조 및 인도주의 노력 
호주 정부의 국제 원조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여 그 나라의 빈곤을 없애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국가와 다른 전세계 국가에서 국민과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런 지원을 제공한다. 

호주인들은 국내외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상당한 관대함을 실천한다. 우리는 개인 기부 및 호주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는 국가한테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한다. 

2018 년에 리처드 해리스 박사 (Dr Richard Harris) 와 크레이그 챌런 박사 (Dr Craig Challen) 는, 태국에서 12 명의 소년들과 
축구 감독을 구조한 노력에 대하여, 호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용맹 훈장인 Star of Courage 와 Order of Australia(OAM) 
메달을 받았다. 

적극적인 국제포럼 참여 
호주는 1945 년 유엔이 설립된 이후로 유엔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호주는 1951 년 UN 난민 조약 아래에 
난민으로 파악된 사람들을 보호한다. 우리는 또한 UN의 평화유지노력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인도주의 대응책 및 긴급 
대응책에도 이바지하며, 유네스코 (UN Educational, Scientifc and Cultural Organization)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호주는 1971 년에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OECD 의 목적은 세계 무역을 확대하면서 전세계인의 
경제적 사회적 웰빙을 증진하는 것이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더욱 밀접한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 정상회담 (EAS) 및 태평양제도포럼 (PIF) 의 활동적인 회원국이다. 또한, 호주는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의 대화상대국으로 아세안 지역포럼에 참여한다. 

캐서린 햄린 박사 (Dr Catherine 
Hamlin AC , 출생 1924 - 2020 년) 
캐서린 햄린 박사는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이디오피아의 
젊은 여성들을 구해낸 공적으로 유명한 부인과 
전문의이다. 햄린 박사는 1959 년부터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일하면서 '산과 누공'으로 알려진 출산 
부상을 입은 여성들을 도왔다. 신체 내부에 이러한 부상을 
입은 여성들은 신체 기능을 조절할 수 없어 굴욕을 당하고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햄린 박사와 그녀의 남편은 아디스 아바바 누공 병원 
(Addis Ababa Fistula Hospital) 을 설립하였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수천 명의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을에서 완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95 년에는 호주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최고영예훈장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 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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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벨상 수상자 
호주는 과학과 의학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 국민들과 수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윌리엄 브랙 (Professor William Bragg: 1862–1942) 과 로런스 브랙 (Lawrence 
Bragg:1890–1971) , 물리학자 
윌리엄 브랙(아버지)과 로런스 브랙(아들)은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크리스탈의 구조를 분석’한 공로로 1915 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 하워드 플로리 경 (Sir Howard Walter Florey: 1898–1968) , 병리학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애들레이드에서 출생한 하워드 플로리 경은 ‘페니실린과 각종 전염병에 대한 그 치료 가치의 
발견’에 대한 업적으로 1945 년에 생리학 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 프랭크 버넷 경 (Sir Frank Macfarlane Burnet: 1899–1985) , 의학자 및 생물학자 
빅토리아 주에서 출생한 프랭크 버넷 경은 ‘후천성 면역 내성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60 년에 생리학 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 존 에클스 경 (Sir John Carew Eccles: 1903–97) , 생리학자 
멜번에서 출생한 존 에클스 경은 ‘신경 세포막의 주변 및 중심 부분에 대한 자극과 활동 억제에 관련된 이온성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1963 년에 생리학 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 버나드 카츠 경 (Sir Bernard Katz: 1911–2003) , 내과의사 및 생물 물리학자 
독일에서 태어난 버나드 카츠 경은 1941 년에 호주 국민이 되었다. 그는 '신경 터미널의 체액 전달자 및 저장, 방출 및 
비활성화 메커니즘에 관한 발견'으로 1970 년 노벨 생리학 또는 의학상을 수상했다. 

• 존 콘퍼스 교수 (Professor John Warcup Cornforth: 1917–2007) , 화학자 
시드니에서 출생한 존 콘퍼스 교수는 ‘효소 촉진 반응의 입체화학’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1975 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공동 수상). 

• 피터 도어티 교수 (Professor Peter Doherty: 출생 1940) , 면역학자 
퀸즈랜드 주에서 출생한 피터 도어티 교수는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96 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 배리 마셜 교수 (Professor Barry Marshall: 출생 1951 년 ) 위장병 전문의 및 로빈 워런 박사 
(Doctor Robin Warren: 출생 1937 년 ) 병리학자. 
배리 마셜 교수와 로빈 워런 박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과 위염과 위궤양에 관한 균의 역할’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2005 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 (Professor Elizabeth Helen Blackburn: 출생 1948 년 ) , 생물학자 
호바트에서 출생한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 ‘텔로미어와 텔로메라제 효소에 의한 염색체 보호기능 발견’에 대한 공로로 
2009 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 브라이언 P 슈미트 교수 (Professor Brian P. Schmidt: 출생 1967 년 ) , 천문학자 
브라이언 P 슈미트 교수는 '먼 초신성의 관측을 통해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공동 수상). 

다음은 호주 국민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다. 

• 패트릭 화이트 (Patrick White: 1912-90 년 ) , 소설가이자 극작가 
런던에서 태어난 패트릭 화이트의 부모님들은 호주인들이었다. 그는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서사적 심리적 서술체 구현’ 
에 대한 공로로 1973 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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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호주 이야기 
호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로 형성되어 왔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호주의 최초 거주인은 토착 원주민 (Aboriginal) 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Torres Strait Islander) 이었으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토착 원주민은 6 만 5 천년에서 4 만년 사이에 호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 원주민은 이 땅의 창조 
설화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창조 설화는 태초로부터 시작된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현재에도 그들을 인도하는 오래된 신념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땅에 깊은 
애착이 있으며, 그들의 땅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이야기, 예술, 무용으로 표출된다. 

언어 
영국인 정착이 시작되기 전에,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호주에서 700 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였다. 이들 
중 100 개 이상의 언어는 현재까지도 사용되지만,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언어는 20 개 미만이다. 따라서 구전되는 
원주민 문화의 역사는 원주민과 그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 드리밍 (The Dreaming) 
더 드리밍은 토착 원주민들의 삶을 인도하는 지식 체계, 신념 
및 관행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구식 용어이다. 

더 드리밍의 이야기는 부모와 원로들에 의해 아이들에게 
구전된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땅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고 거주가 시작되었는지 알려준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장소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도 
알려준다. 

더 드리밍의 이야기는 음악, 노래 및 춤으로 전달된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들은 노래하고 춤을 출 때, 
조상과 매우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원주민 예술의 본래 형태는 암각화와 벽화, 그리고 땅에 그린 
그림이었다. 호주 중부 출신의 사람들은 땅과 더 드리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점과 원 그리고 특정한 문화적 
상징을 이용하여 시각 예술 작품을 창작했고, 북부 출신의 
사람들은 인간, 동물과 정령의 형상을 그렸다. 

더 드리밍은 오늘날까지도 토착 원주민들에게 중요하다. 

카카두 원주민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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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호주에 상륙한 유럽인 

초기 유럽인의 탐험 
17 세기에 유럽의 탐험가들은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Terra Australis Incognita) ’라고 불리던 미지의 남쪽 땅의 
일부를 발견하였다. 1606 년에는 네덜란드인인 윌리엄 얀쯔가 (Willem Janszoon) 호주의 북쪽 끝에 있는 케이프 요크 반도 
(Cape York Peninsula) 서쪽을 해도에 기록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루이스 바에즈 드 토레스가 (Luis Vaez de Torres) 
이끄는 스페인 선박이 대륙 북쪽의 해협을 통과하였다. 

그 후 1600 년대에 네덜란드 선원들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해안을 탐험하고, 네델란드에서는 이 
땅을 ‘ 신네덜란드’라고 불렀다. 

1642 년에는 아벨 타즈 (Abel Tasman) 만이 신천지의 해안을 
발견하고, 그 땅을 ‘반 디어먼의 땅’이라고 불렀다(현재의 
타즈마니아). 그는 또한 수천 마일의 호주해안을 해도에 
기록하였다. 아벨 타스만이 만든 미완성의 신 네덜란드 
지도는 그가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북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호주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영국인은 윌리엄 댐피어 
(William Dampier) 였다. 그는 1684 년에 북서 해안에 
상륙하였다. 그 땅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호주가 교역이나 정착지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임스 쿡 선장 (Captain James Cook) 
영국인 제임스 쿡 (James Cook) 이 1770 년에 호주 동부 해안에도착할 때까지는, 유럽인들의 호주 탐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쿡 선장은 남태평양 발견을 위해 영국 정부에 의해 파견되었다. 쿡 선장은 동부 해안의 해도를 작성하고 자신의 선박 
인데버호(Endeavour)을 현재 시드니의 남쪽에 있는 보타니 베이 (Botany Bay) 에 정박시켰다. 쿡 선장은 이 땅을 ‘ 
뉴사우스웨일즈’라고 불렀으며, 조지 3 세 (King George III) 의 이름으로 점령하였다. 

죄수 수송 
호주는 초기 유럽 정착민 대부분이 죄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영국은 더는 미국으로 
죄수들을 이송할 수 없었고, 영국의 감옥은 죄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1786 년, 영국은 새로운 식민지인 뉴사우스웨일즈로 
죄수들을 송환하기로 하였다. 

최초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즈 식민지의 최초 총독은 아서 필립 선장 (Captain 
Arthur Phillip) 이었다. 그는 11 척의 배로 구성된 최초 함대를 
영국으로부터 지구 반대편까지 안전하게 지휘했고, 1788 년 1 
월 26 일에 시드니 만에 도착한 '최초 함대'를 이끌었다. 호주의 
날은 매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초기 정착기 
초기 식민지 정착기는 매우 어려웠다. 필립 총독은 자신과 
자신의 장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배급을 
받도록 하여 아무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였다. 필립 총독의 
분별력과 의지는 최초 식민지가 어려웠던 초기 정착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죄수들은 초기 정착 시기에 열심히 일했다. 형기를 마친 
죄수들은 자유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가족을 꾸렸다. 영국으로부터 항해하여 1788 년 시드니 만에 도착한 최초 함대 

아벨 타즈만의 (Abel Tasman’s) 신 네덜란드 지도 , 164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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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회 
호주의 초기 유럽인들은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웨일스인, 아일랜드인으로 구성되었다. 스코틀랜드인, 웨일스인,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인과 많은 전쟁을 치렀었지만, 호주에서는 모두 긴밀하게 협력하며 살았다. 

죄수와 전과자들은 식민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일부 전과자들은 창업하여 상인이 되었다. 농부, 장인, 상점과 
선술집 주인이 되어 성공한 전과자들도 있었다. 

캐롤라인 치스홈 (Caroline Chisholm: 
1808 – 1877 년 ) 
캐롤라인 치스홈은 초기 식민지 시대에 미혼 여성의 
처우를 개선한 선도적인 사회 개혁가였다. 그녀는 
장교였던 남편과 다섯 자녀와 함께 1838 년에 호주로 
왔다. 그녀는 시드니 거리에서 사는 이민자 여성들을 
도왔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식민지 전역에 걸쳐 
16 개의 이민자 여성 호스텔을 설립하였다. 

캐롤라인은 식민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배에서 겪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빈민들이 의존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융자 
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호주에는 캐롤라인 치스홈의 이름을 딴 학교가 
많다. 그녀는 ‘이민자의 친구’로 알려졌으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많은 이들을 
도운 인물로 기억된다. 

Governor Macquarie (맥쿼리 총독) 
필립 총독과 더불어, 로클린 맥콰리 총독 (Governor Lachlan Macquarie) 도 호주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1810 년에서 1821 년 사이 뉴사우스웨일즈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식민지를 죄수 정착지가 아닌 자유 정착지로 
개발하였다. 그는 농경 기술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도로와 공공설비를 건설하였으며, 호주 탐험을 장려하였다. 

맥콰리 총독은 또한 교육에 투자하고 전과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그는 일부 전직 죄수에게 판사나 공무원 등과 같은 
직책을 맡기기도 하였다. 

맥콰리 총독은 그가 식민지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로 역사 속에서 존경 받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맥콰리 대학이 설립되었다. 

죄수 역사 
총독의 지위가 너무 막강해진다고 여겨짐에 따라, 차기 총독을 조언하기 위한 뉴사우스웨일즈 입법부 (Legislative Council) 
가 1823 년에 구성되었다. 

영국은 1840 년에 뉴사우스웨일즈로, 1852 년에 타즈마니아로, 그리고 1868 년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죄수들을 
수송하는 것을 각각 중단하였다. 총 16 만 명 이상의 죄수가 호주로 호송되었다. 전과자들과 정착민들 간의 구별은 점차 
사라졌다. 1850 년대부터 식민지 거주자들은 자치 제도를 수립하고 존경 받을 만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많은 
호주인들은 죄수의 역사에 긍지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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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의 정착 후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1788 년 유럽인 정착이 시작될 때 호주에는 약 75 만 명에서 140 만 명의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약 250 개의 개별 국가와 700 개 이상의 언어 집단이 포함되었다. 

호주에 식민지를 설립할 때, 영국 정부는 토착 원주민과 협정을 맺지 않았다. 영국 당국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경제가 있었고 땅과 원시적이고 지속적인 유대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주자들의 법을 강제적으로 수용해야만 했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초대 받지 않았고, 보통 환영 받지 못했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도착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식민지 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질서를 강요하면서 원주민들은 생명을 잃고 땅을 빼앗겼다. 새로운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서 새로운 질병이 
도입되었다. 

초기 총독들은 원주민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영국 정착자들이 원주민의 땅으로 이주하여 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다. 대체로 정착민들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일부 원주민과 유럽 정착인들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일부 정착인들은 양과 가축 목장에 원주민을 고용하였다. 
맥콰리 총독은 원주민들에게 경작지를 제공하고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정착민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자 한 원주민은 거의 없었다. 자신의 문화 전통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토지 점령을 위한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의 토착 
원주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 많은 수의 토착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호주에 가져온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토착 원주민의 삶의 상실은 비극적이었다. 

역사적 이정표 

내륙 탐험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초기 정착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건조한 환경을 
관리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가뭄이 있을 때는 그들도 고통을 당했다. 

블루 마운틴(시드니 서쪽에서 약 50km )은 시드니의 초기 내륙 탐험가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1813 년에 세 명의 남자 즉, 
그레고리 블랙스랜드 (Gregory Blaxland) , 윌리엄 찰스 웬트워스 (William Charles Wentworth) 및 윌리엄 로우슨 (William 
Lawson) 이 그 산맥을 횡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블루 마운틴 산맥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로는 이들의 탐험로를 
따라 만들어졌다. 

탐험가들은 이 산맥 너머에 양과 소떼를 기르기에 적합한 평평한 지대를 발견하였다. 내륙에 더 깊이 진입하자 건조한 
사막지대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들은 물을 찾고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태생의 탐험가인 루드윅 라이카드 
(Ludwig Leichhardt) 는 1848 년 대륙 동서 횡단 도중 실종되었다. 

1860 년에 로버트 오하라 버크 (Robert O’Hara Burke) 와 윌리엄 존 윌스 (William John Wills) 가 대륙을 남북으로 횡단하기 
위해 멜번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대규모 탐험대를 이끌고 갔으나 횡단은 매우 어려웠다. 버크와 윌스는 오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얀드루완다라 (Yandruwandha) 원주민 부족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둘 다 사망하였다. 이들은 비록 탐험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예술과 문학을 통해 기억된다. 이는 호주 땅의 가혹함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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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민과 개척자들 
정착민들이 비옥한 땅을 가졌을 때도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홍수나 가뭄 후에, 정착민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농부들은 종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계속 싸워나갔다. '오지 
배틀러 (Aussie battler) '는 호주의 투혼과 끈기를 
상징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보인 개척자들은 
존경을 받는다. 여성들은 남자가 집을 떠나거나 사망했을 
때 사업이나 농장을 계속 이어가야 했다. 

개척 초기의 이러한 어려운 시기 중에 호주의 동료의식이 
생성되기 시작되었다. 동료의식은 오지를 여행하거나 
양털 깎기나 가출몰이를 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어려운 시기에 정착민들은 서로 도왔다.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호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골드 러쉬 
1851 년 초반에 NSW 에서 발견된 금광은 ‘나라를 바꾼 
발견’이라고 묘사된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독립 식민지였던 빅토리아에서도 금이 발견되었다. 

1852 년 말까지 호주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금을 찾기 
위해 빅토리아로 몰려든 사람 수는 약 9 만 명에 달하였다. 

유레카 (Eureka) 항쟁은 호주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정부 병력은 금 채굴을 위한 면허세를 
징수할 때 광부들을 매우 거칠게 다루기도 하였다. 1854 
년 11 월 11 일에 약 1 만 명의 사람들이 발라라 (Ballarat) 의 
베이커리 힐 (Bakery Hill) 에 모여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 
헌장을 가결하였다. 여기에는 값비싼 금 면허 폐지 및 
빅토리아 국회 의원 투표권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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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유레카 채굴장에 '유레카 성채 (Eureka Stockade)' 
가 세워졌다. 이 곳에서 채굴자들은 반란 깃발(서던 크로스 
포함)에 맹세를 통해, 서로를 지키고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약속했다. 1854 년 12 월 3 일 아침에 
정부 관리들이 군대를 파견하여 유레카 성채를 공격하였다. 
짧은 전투 이후에 광부들은 곧 진압되었고 약 30 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란 지도자들은 대역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어떤 
배심원도 그들을 유죄라고 하지 않았다. 왕립 위원회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판결하였고, 광부들의 요구는 대부분 
수락되었다. 여기에는 정치적 대리자에 대한 바램도 
포함되었다. 1 년 이내에, 반란 지도자였던 피터 라로 (Peter 
Lalor) 가 빅토리아 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유레카 항쟁은 항거와 공평한 기회에 대한 신념의 상징이 되었다. 
유레카 깃발 

골드 러쉬는 많은 측면에서 호주를 변화시켰다. 골드 러쉬 기간에 비원주민 호주 인구가 1851 년에 약 4 만 3 천 명에서 1870 
년에는 약 170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하는 인구를 연결하기 위해 1850 년대에 최초의 철도와 전신기가 건설되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에서 대규모 금 광산이 발견되었다. 경제가 번창하고, 양모 대신에 금이 호주의 
가장 가치 있는 수출품이 되었다. 1890 년에 이르러 호주는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 

토지 불법 점거자와 농부들 
식민지 초기부터 ’토지 불법 점거자들 (squatters) ’로 알려진 사람들이 농작을 위해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차지했다. 이들은 
돈을 주고 땅을 사지 않았지만, 그 땅을 자신 소유라고 여겼다. 제 1 차 골드 러시가 끝난 후에, 정부는 토지 불법 점거자로부터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860 년대에 정부는 불법 점거자들의 토지를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경작지로 팔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법 점거자들은 최대한 
많은 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철도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를 소유한 새로운 농부들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였다. 도시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에 비교하면 적은 대가로 땅을 경작하는 일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농장일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기계를 발명하는 호주의 전통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파손 
방지용 쟁기( 1870 년대)는 곡물 경작을 위해 거친 땅을 쉽게 개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800 년대의 이민 
1800 년대 초반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출신의 정착민들이 식민지의 주를 이루었다. 호주의 오락과 
문화활동, 종교 관습은 영국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소수의 이민자도 있었다. 1800 년대 유럽에서 
이주한 정착민들은 포도주 산업에 종사한 프랑스계 정착민 외에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몰타, 러시아인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할 기회와 부를 쫓는 젊은 남성들이거나 배에서 도망친 선원들이었다. 

1842 년 이후에 중국 이민자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금광 발견 이후에 그 숫자가 증가하였다. 금광에서 인종간의 
대립이 있었고, 1854 년 벤디고 (Bendigo) 에서 일어난 폭동과 같이 중국인들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종 
대립은 1855 년과 1861 년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각각 처음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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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년대의 골드 러쉬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호주에 남은 중국인들 중 일부는 물이 희박한 곳에 
필요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채소 시장을 
운영하였다. 

1860 년대부터 이란, 이집트, 터키에서 사람들이 이주하여 
호주의 오지에서 낙타 ‘열차’를 운영하였다. 인도 출신의 낙타 
몰이꾼들과 함께 이들은 모두 ‘아프간’이라고 불렸다.그 이유는 
이들 모두 옷차림이 비슷하고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이었다. 
이들 낙타 몰이꾼은 ‘내륙 지방의 개척자’로 여겨졌다. 

퀸즈랜드의 사탕수수 산업 및 바나나 산업에서도 인도 
사람들과 태평양 섬주민들이 열약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다. 

1880 년대부터, 레바논 출신의 노동자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섬유 의류 산업에 
종사하였고, 레바논 가족들은 호주 교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포목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주민 보호구역 
땅을 차지하기 위한 토착 원주민과 정착민들 간의 초기 전투가 끝난 후에, 원주민들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서 살게되었다. 
어떤 이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오지에 있는 양과 가축 목장에서 일을 했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식민지 정부는 토착 원주민이 살 수 있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지만, 그 곳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곳이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대로 사냥과 채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1800 년대 말, 식민지 정부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들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이 거주하는 곳과 결혼할 상대를 통제하였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해서 '백인' 가족들이나 정부 고아원으로 보냈다. 이러한 정책은 20 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빼앗긴 세대 (stolen 
generations) '의 문제는 많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과 다른 호주인들에게 깊은 슬픔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2008 
년에는 호주 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사죄를 하게되었다. 

참정권 
‘여성 참정권론자 (surffragettes) ’는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싸운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1880 년대와 1890 
년대에는 각 식민지마다 적어도 하나의 참정권 협회가 있었다. 여성 참정권론자들은 수천 개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식민지 
의회에 제출하였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들은 1895 년에 투표권과 국회 출마권을 획득하였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들은 
1899 년에 선거권을 획득하였다. 

1902 년, 호주는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과 국회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한 나라가 되었다. 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출신의 여성과 남성은 1962 년까지 투표권이 없었다. 

1923 년에 이디스 코웬 (Edith Cowan) 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었다. 호주 
국회에서는 이니드 리온스 (Enid Lyons) 가 1943 년 처음으로 여성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호주 오지에서 일하는 ‘아프간’ 낙타 몰이꾼 

70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유대 



        

   

 

  

 
 

  

캐서린 스펜스 
(Catheine Spence: 1825 – 1910) 
캐서린 스펜스는 작가, 설교자,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호주로 
이주하였고, 교과서를 집필하고 호주의 삶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여 상을 받기도 하였다. 

캐서린 스펜스는 집 없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하고, 새로운 유치원을 지원하였으며 여학생들을 
위한 공립 중등학교를 지원했다. 

캐서린 스펜스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의회에 출마하였다. 
그녀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1891 년에 그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 
참정권 운동본부 (Women’s Suffrage League) 의 
부회장이 되었다. 

캐서린 스펜스는 제한된 시기에도 여성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호주 연방 
19 세기 말까지 식민지들은 개별적으로 발전했지만, 국가적인 
소속감에 대한 통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19 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식민지들을 통합하려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다. 1889 년 헨리 파크스 경 (Sir Henry Parkes) 은 
강력한 단일 국가의 형성을 촉구하였다. 1890 년에는 호주 
연방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오스트렐라시아 연방 
협의회 (Australasian Federation Conference) 가 열렸다. 

얼마간의 지연 후에, 1893 년에 연방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유권자들이 다음 있을 헌법 제정 대표자 회의의 
참가자들을 선출했고, 두 차례의 국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새로운 호주 헌법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였다. 

영국 정부가 정부는 호주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1901 년 1 월 1 일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연방화 
운동을 주도한 에드먼드 바턴 (Edmund Barton) 이 호주의 첫 
수상이 되었다. 그의 정부는 시드니 센테니얼 파크에 모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서식을 가졌다. 

호주는 이제 대영 제국에 속한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호주는 
1931 년까지 국방과 외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지 못했다. 1848 
년 호주 시민권 법 하에서, 호주인들은 호주 국민이 아니라 
영국 국민이었다. 국민적 감정이 증진되었지만, 영국에 대한 
소속감은 여전히 강했다. 

연방일, 브리스번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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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 코안( Edith Cowan:1861 – 1932) 
이디스 코안은 호주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호주 50 불 지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디스 코안입니다. 

이디스 코안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핵심 인물로서 
공교육과 어린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1915 년에는 판사로 , 1920 년에는 
치안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 1921 년에는 민족주의당 
(Nationalist Party) 소속으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정당의 탄생 
1880 년대에 이르러 호주에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경제 불황과 가뭄의 시기에, 이들 노동조합은 자신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동쟁의를 하였다. 

1891 년에 이들 노동자는 노동당 (Labor Party) 을 창당하였다. 노동당은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중산층은 노동자들보다 더 안락하게 살았지만,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였다.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쟁의를 
방지하는 공식 위원회들이 창설되었다. 1907 년에는 연방 중재 및 조정법원 (Commonwealth Court of Conciliati on
and Arbitration)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였고, 그 액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소박하게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1910 년에 자유당 (Liberal Party) 의 처음 전신이 만들어졌다. 지난 수년 동안 자유당은 당명을 수차례 변경하였다(예: 
Nati list Party, United Australia Party ). ona 오늘날 자유당으로 알려진 정당은 1944 년에 로버트 멘지스 (Robert Menzies) 
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수상이 되었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에는 농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민당 (Country Party) 이 결성되었다. 현재는 국민당 (Nationals) 
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자유당과 연립하여 활동한다. 

1901 이민제한법 
1901 년 12 월에 이민제한법 (Immigration Restrictions Act) 이 통과되면서 '백호주의' 정책이 법률화 되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색’인종들의 호주 이민을 제한하였다. 

유럽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유럽 언어로 50 개 단어의 받아쓰기 시험을 치러야 했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회원이자 변호사인 
윌리엄 아켓 (William Ah Ket) 과 선도적인 중국 사업가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였지만, 법을 개정하지는 못하였다.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은 새롭게 연합한 호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중국인, 인도인, 태평양 섬 주민들 그리고 중동인들의 
문화적 공헌은 이미 호주 사회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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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아 맥켈러( Dorothea Mackellar: 
1885–1968) 
도로시아 맥켈러는 1908 년 처음 발표된 My Country 
라는 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시는 ‘ 나는 
태양으로 불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I love a 
sunburnt country)’ 라는 구절로 기억됩니다 . 호주 
광야에 대한 뛰어난 묘사로 잘 알려진 이 시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북서 지역에 위치한 건네다 
(Gunnedah) 부근에서 작가의 형제가 운영했던 
농장에서 겪은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되었습니다 . 

1968 년에 도로시아 맥켈러는 호주 문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의 공로훈장 (Off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을 수상하였습니다 . 

제 1 차 세계 대전 (1914–18) 
정착민과 원주민들과의 소규모 교전을 제외하고, 호주는 매우 평화로운 국가였다. 시민전쟁이나 혁명이 전혀 없었다. 

최초 정착민들은 대영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다. 

호주는 아시아에 가까운 유럽의 전초지로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호주는 국방을 위해 대영 제국과 대영 제국의 해군력에 의지하였따. 호주는 대영 제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호주 군대는 1915 년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터키를 공격함으로써 제 1 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는 
갈리폴리 반도 공격에서 별도의 작전 구역을 할당 받았다. 

그들은 잘못된 해안 지점에 투입되어 적의 포화를 뚫고 가파른 벼랑을 타고 올라야 했다.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벼랑 위에 올라가 진지를 구축했다. 고국에 있던 호주인들은 안작 정신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갈리폴리에서 철수한 호주 군대는 프랑스 서부 전선에서 싸웠다. 바로 이곳에서 ‘디거 (diggers)’ 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별명은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보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존 모나쉬 장군 (General John Monash) 의 
지휘 아래 호주의 디거들은 전쟁 종반 독일과의 여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도움을 제공했던 프랑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호주의 군인들은 중동에서도 복무를 수행하며, 수에즈 운하를 지키고 연합군과 함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는 데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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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과 당나귀 – 존 심슨 
커크패트릭 (John Simpson 
Kirkpatrick: 1892 – 1915 년 ) 
존 심슨 사병은 들것을 담당하는 앰뷸런스 의료단으로 
갈리폴리에서 복무하였다. 들것을 들고 언덕과 계곡을 
지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심슨 사병은 군의 명령을 
어기고 더피 (Duffy) 라는 이름의 당나귀를 이용하여 
부상당한 군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였다. 

심슨과 그의 당나귀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휴식도 없이 
전장과 해변가 진지를 오가며 위험을 감수하였다. 

1915 년 4 월 25 일에 좀 심슨 사병은 갈리폴리에 
도착하였다. 그는 4 주 후에 적의 기관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해변가 진지에 있던 군인들은 부상당한 
병사를 실은 당나귀 더피가 홀로 진지로 오는 모습을 
말없이 슬프게 지켜보았다. 존 심슨 커크패트릭은 호주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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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작 영웅 
안작 전통은 터키의 갈리폴리 반도에서 시작되었다. 

1915 년 4 월 25 일에 갈리폴리에 상륙한 이후 8 개월간 
전투가 지속되었고 2 만 6 천 명의 호주군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8 천 여명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갈리폴리 반도 전투에 참전한 이들의 용기와 정신은 
전설이 되었고, 팀 '안작 (Anzac) '이라는 단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1916 년 4 월 25 일에 호주, 뉴질랜드, 영국 및 이집트의 
군대들이 이 상륙 작전의 일주년을 기념하였다. 그 이후로 
매년 4 월 25 일은 안작 데이로 알려져 왔다. 

1920 년대에 이르러서는 안작 데이 기념식이 호주 
전국에서 거행되었으며, 각 주 별로 안작 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주요 전쟁 박물관들이 주도에 건립되고, 그 
전투와 이후 다른 전투에서 전사한 청년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들이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 세워졌다. 

안작 데이는 전쟁, 분쟁, 평화유지 작전에서 복무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다. 특히, 그들의 동료의식, 역경 
속에서의 인내심, 호주의 미래를 위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 안작 데이는 다양한 전쟁의 의의를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날 호주와 세계 각지에서 안작 데이를 기념한다. 
귀환한 호주의 남녀 군인들은 물론, 평화유지 대원과 다른 
나라의 퇴역 군인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안작 데이 행진 
대열에 참가한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유대 75 



       

 

 
  

 

 

 
 

 

세계 경제 대공황 (1929–32) 
세계 경제 대공황은 호주 국민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세계 
경제 대공황은 뉴욕 증권 거래소의 폭락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호주의 경제 공황에 기여한 다른 요인으로는 호주 상품의 가격 
하락을 비롯하여 고용주들의 일자리 감축과 임금 삭감으로 
인한 산업 불안 등이 있었다. 1932 년 중반에는 호주의 
실업률이 약 32 퍼센트에 달했다. 

대공황은 호주 사회에 치명적이었다. 직장과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다. 이들은 난방이나 위생 
설비가 전혀 없는 임시 대피소에서 살아야만 했다. 어떤 
가장들은 가족을 버리거나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동자 계층의 
많은 아이들이 13 세 또는 14 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많은 
여성들은 단순 노동일을 하며 혼자서 자녀와 가정을 돌보았다. 

대공황이 발생할 무렵, 호주 정부에는 중앙집권식 실업 대책 
프로그램이 없었다. 자선 단체나 일부 사립 기관들 이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 근로나 고용 프로젝트에 의존해야 했다. 
1932 년에 경제가 회복을 시작했지만, 많은 가정이 입은 
피해를 돌이키지 못했다. 

경제 대공황 시기에 호주의 자선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었다. 

세계 대공황 중에 운영 중인 급식소 

챨스 킹스포드 스미스 경 
(Sir Charles Kingsford Smith: 
1897–1935) 
챨스 킹스포드 스미스 경은 호주의 선구적인 비행사이다. 
제 1 차 세계 대전 중에, 그는 갈리폴리 전투에 참가하고 
영국의 왕립 공군단과 함께 비행하였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1928 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퀸즈랜드 
주까지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한 것이다. 서던 크로스라고 
불리는 그의 비행기가 마침내 호주에 도착했을 때, 2 만 5 
천 명의 군중이 그들의 영웅 ‘스미디 (Smithy) ’를 맞이하며 
환호하였다. 그는 항공에 이바지한 업적을 인정받아 
1932 년에 기사 칭호를 받았다. 

1935 년에 그는 영국에서 호주로 비행하는 중에 
비행기와 함께 추락한 후 실종되었다. 

챨스 킹스포드 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종사로 
불렸고, 대공황 중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진정한 호주의 영웅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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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세계 대전 (1939–45)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호주는 유럽,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에서 
독일에 대항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싸웠다. 또한, 일본에 
대항하여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도 싸웠다.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호주 군대는 토브룩 마을에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 포위되어 장기간 항전했다. 이 곳은 
이집트로 진격하는 독일군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었다. 이들 
군대(대부분 호주 군인들)는 동굴에 살면서 8 개월 동안이나 
치열한 공격한 가혹한 환경을 이겨냈다. 지휘관들의 공격 
전략과 더불어 군인들의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유머가 
더해져서 전쟁 중 가장 암울한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군인들은 'Rats of Tobruk (토브룩의 참전용사)'라는 
명예를 얻었다. 

1941 년에 일본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호주의 남녀 
군인들은 파푸아뉴기니를 지키기 위해 소환되었다. 이 
임무는 일반 병사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모집병들에게 맡겨졌다. 이들은 정글에서 코코다 트랙이라고 
알려진 가파른 진흙탕 길을 따라 적군과 싸웠다. 호주군이 
일본의 진격을 저지해냈다. 갈리폴리에 있는 안작 코브와 
마찬가지로, 코코다 트랙은 많은 호주인의 순례지가 되었다. 

1942 년에 일본은 싱가포르의 영국 기지를 점령하였다. 약 1 
만 5 천 여명의 호주 병사가 포로로 붙잡혀 태국-버마 철도 
건설 노역에 투입되었다. 그 건설 기간 동안 일본 군대는 
많은 호주 군인들을 잔혹하게 대했다. 호주의 전쟁 
포로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보살폈지만, 그 곳에서 2700 
명의 호주의 전쟁 포로들이 목숨을 잃었다. 

에드워드 ‘위어리’ 던롭 경 
(Sir Edward ‘Weary’ Dunlop: 
1907 – 1993) 
에드워드 '위어리' 경은 용감하고 배려심이 있는 
외과의사이자 호주의 전쟁 영웅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그는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버마로 수송된 후 
태국-버마 철도 건설 노역에 투입되었다.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대변하고, 외과의사로서 
많은 시간을 들여 병사들을 치료하였다. 그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1969 년에 그는 의학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 
받았다. 그가 서거했을 때에는 ‘철로의 의사’ 라고 불렸던 
영웅의 국장에 참가하기 위해 1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멜번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코코다 트랙에서 파푸아 후송병의 도움을 받는 부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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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쟁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1950-1953 년까지 호주 군대는 유엔의 다국적 군대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공산체제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는 국가 재통일을 모색하는 베트남의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남부 베트남 정부를 돕기 위해 
미국과 연합하였다. 베트남 전쟁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호주 군대가 가장 오래 참전했던 전쟁되었다. 1962 년부터 1973 
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때 당시 호주가 참전한 가장 긴 전쟁이었다. 참전에 논란이 따랐고, 많은 호주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전쟁을 위한 호주 청년들의 징병에 반대하였다. 

호주 방위군은 동티모르, 이라크, 수단 및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지는 분쟁에도 참전하였고,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유엔의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해왔다. 

현충일 (Remembrance Day) 
안작 데이와 마찬가지로, 현충일도 전쟁에 참전하고 전사한 호주 국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매년 11 월 11 일 오전 11 시에 
호주인들은 전쟁과 분쟁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을 당한 모든 이와,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 묵념을 올린다. 
우리는 이날 붉은 양귀비 꽃을 단다. 

1900 년대 초기의 이민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호주 입국을 제한하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했다. 하지만, 남유럽으로부터 이주하는 이민자들, 
특히 남성 이민자의 수는 증가했다. 그들은 기술, 교육 및 
문화적 가치를 호주에 가지고 왔다. 그들은 호주 지방 
산업의 발전을 돕고, 도로와 철로를 건설하였다. 이탈리아 
출신의 석공 기술자들은 호주의 공공건물과 주택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30 년대 말에는 유럽에서 유대인 난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독일 나치의 위협을 피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지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호주의 경제와 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포로로 잡힌 1 만 8 천 명의 이탈리아 
군인들은 호주에 있는 전쟁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들이 
전쟁 수용소에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그동안 호주와 호주 국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전쟁 포로가 이민자로 호주로 다시 돌아왔다. 

전쟁 후 난민 
전쟁 후에, 호주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수백만 명이 독일 나치로부터 탈출하였거나,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돌아갈 곳을 잃은 약 17 만 명이 호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또한, 호주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그 당시 호주 정부는 인구 증가가 국가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45 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이민자는 10 파운드로 호주로 올 수 있었고, 자녀는 무료였다. 그러나 호주 이민은 여전히 영국인과 
유럽인에게만 허가되었다. 

호주에 도착하는 유럽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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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위 마운틴 수력발전 공사 
호주 정부는 1949 년에 스노위 강물이 빅토리아 주 동부 
해안으로 흘러가 버리기 전에 물길을 잡는 야심 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물길은 내륙으로 돌려져 관개 시스템과 
전기 발전에 사용되었다. 이 사업은 완공까지 무려 25 년이 
걸린 대규모 공사였다. 

이 개발계획은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토목 사업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 개발계획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근대 토목 공학 중 하나로 인정된다. 

스노위 마운틴 개발계획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코지우스코 (Kosciuszko)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 16 
개의 주요 댐, 7 개의 발전소, 1 개의 양수장 그리고 225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과 파이프라인과 수로로 
구성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하에 있다. 

이 개발계획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의 
내륙지방의 농장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해준다. 또한 
발전소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전기사용량 중 최대 10 
퍼센트를 공급한다. 

이 개발계획은 1949 년에 착수되어 1974 년에 완공되었다. 
30 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노동자 10 만여 명이 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들 노동자 중 70 퍼센트는 이민자였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에 대부분의 유럽 출신 노동자는 
호주에 남았서 호주의 다문화 사회에 소중한 공헌을 하였다. 

스노위 마운틴 개발계획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다문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호주의 중요한 상징적인 개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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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처우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1940 년 대와 1950 년 대에 동화정책으로 바뀌었다. 즉, 호주 정부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으로 하여금 비원주민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문화를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60 년 대에는 통합정책으로 바뀌었다. 호주 국민 대부분은 1850 년대에 이미 투표권을 얻었지만, 연방정부 투표권은 1962 
년까지도 호주의 모든 토착 원주민에게 확대되지 않았다. 통합정책으로 토착 원주민들은 자유인권을 부여 받았지만, 호주의 
비원주민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기대되었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이 인구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1967 년 국민 투표에서 90 
퍼센트 이상의 호주인이 ‘찬성’표를 던진 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다수의 호주 국민들이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도 호주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확장된 사회적 가치와 토착 원주민들의 강력한 시위로 인해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에 관한 정책 입안을 안내하는 
핵심 원칙으로 자주적 결정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이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견해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노던 테리토리의 웨이브힐 (Wave Hill) 가축장에서 일어난 거린디지 파업 (Gurindji Strike) 등의 토지 권리에 대한 시위에 

대중이 관심을 가졌다. 토착 원주민 빈센트 린기아리 (Vincent Lingiri) 대변인의 주도로 원주민 목동들은 가축장 작업을 
중단하며 임금과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차후에 에디 마보와 다른 이들이 원주민 토지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착 원주민 토지 권리(노던 테리토리) 법 1976 하에서, 토착 원주민은 호주 오지의 광대한 지역을 수여 받았다. 1990 년대 

초에 고등법원의 마보 판결과 토착민 소유권 법 1993 은 토착 원주민들이 자신의 전통 법과 관습에 근거해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토착민 소유권으로 판결되는 호주 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토착민 소유지에서는 전통 사회의 모습이 존속되고 있다. 

1997 년 5 월에 ‘Bringing them home’ 이라는 보고서가 호주 국회에 공식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수많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빼앗았던 역사를 조사한 결과였다. 이 아이들은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tion)’ 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 보고서로 인해 1998 년 최초의 국가적인 ‘사죄의 날 (Sorry Day) ’에 수천 명의 
호주인이 동료 호주 원주민과 함께 행진하면서 호주 원주민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빼앗긴 세대에 대한 사과 (2008) 
2008 년 2 월 13 일에 호주 수상은 국회에서 호주 국민을 
대표하여 빼앗긴 세대에 대해 국가적으로 사과하였다. 수상은 
과거에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이 대우받았던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빼앗았던 방식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 연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다. 수천 여명의 
호주 국민들이 공공장소와 일터에 함께 모여서 '사과' 연설을 
들었다. 이 연설은 과거의 부담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또한,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치유를 
돕고 부당한 처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 ' 
사과' 연설을 통해 호주가 미래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시드니 하늘에 적힌 ‘Sorry’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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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호주 정체성에 대한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소중한 공헌이 인정되고 높이 평가된다. 많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사법계, 정치, 예술 및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호주 사회 전반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버트 나마치라 
(Albert Namatjira: 1902–59 년 ) 

(Arrernte) 

알버트 나마치라는 호주의 위대한 예술가로서 호주 
풍경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였다. 아렌테 

부족인 알버트는 젊어서부터 그림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그는 정식 교육을 거의받지 못했지만, 
호주의 시골지역을 표현한 그의 수채화 그림은 인기가 
높았고 금방 팔렸다. 

알버트와 그의 아내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시민권자가 
되도록 허용된 원주민이었다. 시민권은 그들이 
투표하고, 호텔에 출입하고,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권리를 주었다. 알버트의 호주 시민권은 다른 원주민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알버트의 삶은 원주민이 아닌 호주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을 위한 변화에 공헌하였다. 

에디 마보 
(Eddie Mabo: 1936–92 년 ) 
에디 마보는 원주민의 토지 권리 운동가이자 
대변인이었다. 그는 토레스해협의 메리앰 부족의 
전통적인 땅이었던 머레이 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토지의 경계선이 되는 나무와 
바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웠다. 

에디가 그의 고향이 그의 가족에게 속해있지 않고 호주 
법 아래에 왕실 소유지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그는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머레이 섬의 주민을 대표하여 그 문제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1992 년 에디는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보 판결 (Mabo decision) 은 토착 
원주민들이 자신의 땅과의 역사적이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전통적 연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재 
다른 소유주가 없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넓은 면적의 
토지가 원주민에게 반환되었다. 

에디 마보는 그의 용기 그리고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을 위해 토지 권리를 획득한 
공로로 기억된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유대 81 



       

   

 
 

  
 

 

다문화 이주 
1950 년 대와 1960 년 대에 아시아인들과 종교 및 사회단체들은 ‘백호주의 (White Australia)’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58 년에 호주 정부는 받아쓰기 시험을 폐지하고, 1966 년에는 비유럽인과 기술을 갖춘 아시아 이민자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결국, 호주 국민들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세계 모든 나라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백호주의’ 정책은 1973 년에 파기되었고, 호주는 다문화주의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이후로 정부는 이민을 위한 모든 
인종 요건을 삭제하였다. 1975 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호주는 기록적인 수의 아시아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 중국, 인도 출신이었다. 

1945 년 부터, 전쟁으로 집을 잃은 수많은 난민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로 이주하였다. 오늘날에 호주의 
이민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 

호주는 인종, 민족성 혹은 문화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호주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통합 정책은, 정부 정책들을 포함하여,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 호주 
교육과정에 반영되며, 일상적인 일터에서 실천되고 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간주해야 하는 각 개인의 권리는 호주 인권 위원회와 모든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차별방지 기관에 의해 
보호된다. 인종 차별은 공개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이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호주는 화합과 용인이 있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호주는 이민자와 원주민, 그리고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평화롭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국가이다. 

빅터 챙 박사 
(Dr Victor Chang: 1936–91 년 ) 
빅터 챙은 호주 최고의 심장 수술의 중 한 사람이었다. 
빅터 피터 챙 얌 힘은 1936 년 중국에서 태어나 15 세에 
호주로 이주하였다. 

그는 시드니의 성 빈센트 병원에서 (St.Vincent’s Hospital) 
근무하였고, 1984 년에는 그 병원에 호주 최초의 심장이식 
전문 센터를 열었다. 1986 년에는 최고영예훈장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 을 받았다. 

기증자 수의 부족을 우려하던 빅터는 인공 심장을 
고안하기 시작했지만, 인공 심장이 거의 완성될 즈음인 
1991 년에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를 추모하며 새로운 연구 센터가 설립되었다. 빅터 챙은 
그의 전문지식, 낙관주의 및 혁신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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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영역은 호주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호주 시민권자들 을 환영하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나라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여러분은 호주 국민으로서 다른 호주 국민들과 동일한 책임과 특권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호주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호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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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미출제 영역 용어 설명 
대사 (ambassador) 
한 국가나 활동을 대표하거나 홍보하는 사람 

위원회 (board) 
회사 운영 방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 

기숙학교 (boarding school)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귀가하지 않고 교내에서 생활하는 학교 

부시 
미개척지 (Bush) 자연 그대로 보전된 호주의 시골지역 

가축장 (cattle station) 
대규모 소 사육장 

헌장 (Charter) 
권리와 의무가 기술된 공식 성명서 

공통기반 (common ground) 
공통적인 관심 분야 

모집병 (conscript soldier) 
전쟁 시에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된 병사 

왕령지 (Crown land) 
정부 소유의 땅 

교육과정 
학습 과정에 포함되는 과목과 주제 

빈곤한 (Destitute) 
돈이 없거나 돈을 벌 방법이 없는 

디제리두 (Didgeridoo) 
가운데가 비어 있는 긴 통나무로 만드는 호주 원주민의 악기 

공정한 플레이 (fair play) 
규칙을 따르고 불공정한 혜택 없이 사람들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함 

전사한 군인 (fallen servicemen and women) 
전쟁이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남녀 군인 

세우다 (Forge) 
건설하다 혹은 만들다 

국민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일 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 

열기/뜨거운 날씨 (Heatwave) 
이틀 이상 지속하는 매우 뜨거운 날씨 

대역죄 (high treason)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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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이미지 

상징적인 원주민 그림 (iconic Indigenous paintings)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미술 

원주민 
토착 원주민 그리고/혹은 토레스해협 도서민 

대륙 
대규모의 땅 

이정표 (milestone)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토착민 소유권 (native title) 
호주 법률 체제 내에서 결정되는 토지와 유수에 대한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전통적 권리 

구전 역사 (oral history) 
말로 전해지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억 

개척자 (Pioneer) 
최초 정착민 중 식민지 정착 초기에 공을 이룬 사람 

정치 대표권 (political representation) 
의회에서 정치인에 의해 대변됨 

형기 (Sentence) 
유죄로 판결된 사람에 대해 징역형과 같이 판사가 결정한 형벌 

임금을 정하다 (set wages) 
피고용인이 노동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다 

사회 개혁 (social reform)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회를 향상시킴 

국장 (state funeral) 
국가에 중요한 공헌을 한 국민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례식 

성채 (stockade) 
나무 말뚝과 버팀목으로 만든 방어용 울타리 

목동 (Stockmen) 
소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자들 

파업 (Strike) 
임금이나 작업 환경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용인들이 업무를 중단함 

참정권( Suffrage) 
공공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직 선서 (sworn in) 
공식 의식에서 공직을 수락함 

계층 (walk of life) 
사회 계급 혹은 배경, 직업,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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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자료 
호주 시민권 
호주 국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www.citizenship.gov.au 참조. 

호주 
호주에 대한 정보는 지역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호주 소개 www.australia.gov.au 

• 간략한 호주 소개 www.dfat.gov.au/aib 

호주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 
호주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www.australia.gov.au 참조 

연방 MP 혹은 상원 의원 
해당 주나 테리토리를 대표하는 해당 지역의 연방 하원이나 상원 의원은 호주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원 의윈과 상원 의원의 명단은 웹사이트 www.aph.gov.au 참조. 

호주 정부 기관 
본 자료에서 언급된 호주 정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 
• 호주 방위군 www.defence.gov.au 

• 호주선거관리위원회 www.aec.gov.au 

• 호주 연방경찰 www.afp.gov.au 

• 호주 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v.au 

• 호주 스포츠위원회 www.sportaus.gov.au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 호주 전쟁기념관 www.awm.gov.au 

• 호주 중앙은행 www.rb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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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단체 
본 자료에서 언급된 비정부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 
• 호주 브래드먼 재단 www.bradman.com.au 

• 햄린 누공 재단 www.hamlinfstula.org 

• 호주 왕립항공의료서비스 www.fyingdoctor.org.au 

• 방송 학교 www.schoolair-p.schools.nsw.edu.au 

• 스노위 마운틴 수력발전 공사 www.snowyhydro.com.au 

• 프레드 할로우스 재단 www.hollows.org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whc.unesco.org 

• 국제연합 www.un.org 

• 빅터 챙 심장 연구소 www.victorchang.edu.au 

• 호주 자원봉사 www.volunteeringaustralia.org 

기타 
밑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호주 헌법 www.aph.gov.au 

• 올해의 호주인 상 www.australianoftheyear.org.au 

• ‘Bringing them home’ 보고서 www.humanrights.gov.au 

• 연방정부 공원과 보호구역 www.environment.gov.au 

• 사이버안전 www.esafety.gov.au 

• 가정 폭력 및 가족 폭력 지원 www.respect.gov.au, www.1800respect.org.au, 
www.dss.gov.au/women/help-is-here-campaign 

• 저명한 호주인: 호주 전기 사전 adb.anu.edu.au 

•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목록 www.aph.gov.au 

• 호주 국회 www.aph.gov.au 

• 의회 교육 사무소 www.peo.gov.au 

• 공휴일 www.australia.gov.au 

• 인종차별 humanrights.gov.au 

•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에 대한 사과 www.australi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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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아래 사진은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가 제공하였습니다. 
50 쪽 타즈마니아의 야생 

아래 사진은 Department of Home Afairs 가 제공하였습니다. 
5 쪽 캔버라 알버트 홀에서 열린 시민권 수여식 

5 쪽 호주 시민권 증서 

11 쪽 캔버라 , 연기 의식 

34 쪽 캔버라 , 호주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한 가족 

아래 사진은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제공하였습니다: 
51 쪽 NSW 양목장의 아이들 – 방송 학교, 1962 년 촬영(참조번호: A1200:L42511) 
60 쪽 딕 스미스, 민간항공국 국장, 1991 년(참조번호: A6135:K23/5/91/1) 
65 쪽 아벨 타즈만의 신네덜란드 지도, 1644 년(참조번호: A1200:L13381) 
68 쪽 1851 년 호주 골드 러쉬의 역사적 사진(참조번호: A1200:L84868) 
70 쪽 호주 오지에서 일하는 ‘아프간’ 낙타 몰이꾼(참조번호: A6180:25/5/78/62) 
77 쪽 에드워드 '위어리' 던롭 경, 1986 년 그의 사무실에서(참조번호: A6180:1/9/86/12) 
78 쪽 호주에 도착하는 유럽 이민자들, 1955 년 플라미니아호를 타고 케언즈에 도착한 이탈리아 사탕수수 

농부들(참조번호: A12111:1/1955/4/97) 

아래 사진은 호주국립도서관이 제공하였습니다: 
53 쪽 주디스 라이트의 초상화, 1940 년대 출판(참조번호: nla.pic-an29529596) 
65 쪽 1788 년 1 월 27 일에 시드니 만에 정박해 있는 최초 함대, John Allcot 1888 – 1973 

작품(참조번호: nla.pic-an7891482) 
66 쪽 캐롤라인 치스홈의 초상화, Thomas Fairland 1804 – 1852 출판 (참조번호: nla.pic-an9193363) 
71 쪽 캐서린 헬렌 스펜스의 초상화, 1890 년대 출판(참조번호: nla.pic-an14617296) 
74 쪽 존 심슨 커크패트릭과 그의 당나귀, 갈리폴리, 1915 년(참조번호: nla.pic-an24601465) 
76 쪽 챨스 에드워드 킹스포드 스미스 경의 초상화, 1919 년 - 1927 년 사이 출판(참조번호: nla.pic-vn3302805) 
81 쪽 알버트 나마치라의 초상화, 노던 테리토리 허만스버그 미션에서, 1946 년 혹은 1947 년에 Arthur Groom 이 

출판(참조번호: nla.pic-an23165034) 

다음 사진은 iStockphoto 가 제공하였습니다. 
표지 미모사 봄 꽃, ©iStockphoto.com/ST-art (참조번호: 1135566007) 
6 쪽 엄마 캥거루와 아기 캥거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럭키베이, ©iStockphoto.com/NeoPhoto 

(참조번호: 1142608453) 
9 쪽 흄 호수, 빅토리아, ©iStockphoto.com/tsvibrav (참조번호: 675826394) 
15 쪽 호주 흑오팔, ©iStockphoto.com/Alicat (참조번호: 173691056) 
17 쪽 호주 국기, ©iStockphoto.com/davidf (참조번호: 471630390) 
19 쪽 다민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여학생들, ©iStockphoto.com/FatCamera (참조번호: 877714382) 
23 쪽 호주 국회 의사당, 캔버라, ©iStockphoto.com/felixR (참조번호: 157193181) 
33 쪽 사람들의 모임, ©iStockphoto.com/davidf (참조번호: 9135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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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쪽 판사봉과 정의의 저울, ©iStockphoto.com/studiocasper (참조번호: 1004781908) 
37 쪽 다양성 그룹, ©iStockphoto.com/SolStock (참조번호: 1203934273) 
39 쪽 Green Wattle Creek fre NSW, Australia, 2019 년 12 월 , © iStockphoto.com PetarBelobrajdic 

( 참조번호: 1198579743) 

47 쪽 수제 그림이 그려진 디제리두, ©iStockphoto.com/lore (참조번호: 185011099) 
48 쪽 본다이 해변, 시드니, ©iStockphoto.com/Edd Westmacott (참조번호: 3048786) 
49 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뉴사우스웨일즈, ©iStockphoto.com/slowstep (참조번호: 607986870) 
50 쪽 울룰루-카탸츄타 국립공원, 노던 테리토리, ©iStockphoto.com/bennymarty (참조번호: 1184425004) 
63 쪽 울룰루, 노던 테리토리, ©iStockphoto.com/simonbradfeld (참조번호: 539027478) 
64 쪽 토착 원주민 암벽화 – 사라토가 물고기, ©iStockphoto.com/Alpen Gluehen (참조번호: 2761924) 
75 쪽 호주 전쟁기념관의 벽, 캔버라, ©iStockphoto.com/Matt Palmer (참조: 1125736631) 

다음 사진은 Shuterstock 이 제공하였습니다. 
7 쪽 홈그라운드 페스티벌에서 원주민 댄서, 시드니 ©shutterstock.com/PomInOz (참조번호: 345113882) 
21 쪽 투표자, ©shutterstock.com/Nils Versemann (참조번호: 446229916) 
31 쪽 호주의 고등법원, ©shutterstock.com/Greg Brave (참조번호: 1051621895) 

기타 모든 사진은 다음 단체/개인이 제공하였습니다: 
24 쪽 호주 연방 정부 헌법 1900 : 공공 기록 원본, 의회서비스 부 선물 컬렉션 및 의사당 아트 컬렉션 제공, 캔버라, ACT 

40 쪽 허드 섬과 맥도날드 섬 사진, 호주 남극청 제공 © 호주 연방정부, L. E. Large 촬영(참조번호: 1892A2) 
52 쪽 도널드 브래드먼 경 사진, 브래드먼 크리켓 박물관 제공. 호주 테스트 경기 모자를 쓰고 있는 도널드 브래드먼 경, 

1931-32 년 호주 시즌 중에 촬영되었음 

54쪽 피오나 우드 박사 이미지 제공: 전국 호주의 날 협의회 

55 쪽 프레드 할로우스 교수 사진, 프레드 할로우스 재단 제공, Frank Violi 촬영 

56쪽 제이스 뮤케 박사 이미지 제공: 올해의 호주인 상 

56쪽 미셸 시몬스 교수 이미지 제공: 전국 호주의 날 협의회 

61 쪽 캐서린 햄린 박사 사진, 햄린 누공 구제 지원 기금 제공 

71 쪽 연방의 날에 군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로드 래밍턴, 1901 년 브리스번, 사진 제공:퀸즈랜드 주 도서관, 
H.W. Mobsby 촬영(참조번호: 47417) 

72쪽 이디스 코안 이미지 제공: 호주 국립 박물관 

73쪽 도로시아 맥켈러 이미지 제공: NSW 주립 도서관 

76 쪽 수프 무료급식소 사진, 뉴사우스웨일즈 도서관(미췔 도서관) 제공. 학교 학생들이 무료 수프와 빵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진, 벨모어 노스 공립 학교, NSW, 1934 년 8 월 2 일, Sam Hood 촬영(참조번호: H&A 4368) 

77 쪽 코코다 트랙에서 부상당한 군인, 호주 전쟁기념관 제공(참조번호: 014028) 
81 쪽 에디 마보 사진, 버니타 마보와 게일 마보의 허가 하에 복제됨 

82 쪽 빅터 챙 박사 사진, 빅터 챙 심장 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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