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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호주 시민이 되고자 결정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하고 한 시민으로서 온전히 참여하려면 용기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호주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공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호주 시민권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호주 국민이 된다는 것은 호주와 호주가 공유하는 가치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주 시민권은 또한 호주 사회에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호주 시민권은 
여러분이 ‘나는 호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호주 시민권은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특권입니다. 호주 시민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독특한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호주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그리고 호주에서 태어난 국민들과 영국으로부터 이어 받은 민주적 제도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공헌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기리면서 동시에 단결되고 조화로운 
국가를 위해 노력합니다. 

호주 사회의 강점은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호주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정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호주 국민은 정부의 권위와 법률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안정성, 문화 그리고 법률은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호주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호주의 역사에 참여하고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호주는 고대의 땅입니다. 호주는 광할하고 독특합니다. 열대 우림과 삼림, 해변과 사막, 도시와 농장이 어우러지는 
나라입니다. 호주의 원주민 문화는 지구 상에서 현존하는 문화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민자들로 세워진 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1788 년에 유럽인 정착이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20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해왔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적 화합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습니다. 시민권은 우리 모두를  
결속시켜주는 공동 유대입니다. 

호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민권은 여러분이 우리의 민주국가를 세우는 데 온전히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시민권은 
여러분이 호주 사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호주 시민은 각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양성 평등, 그리고 법치 등과 같은 공유된 가치를 믿습니다. 호주 시민권은 이러한 가치를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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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 되기 
호주 국민이 되는 것은 호주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자격을 가집니다. 

호주 시민권 시험 
호주 시민권 시험은 시민권 신청자들이 호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 신념 및 가치, 시민권에 
수반되는 의무와 특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호주 시민권 시험은 영어로 출제되는 컴퓨터 기반의 객관식 시험입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20 개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2020 년 11 월 15 일부터 호주의 가치에 대한 5 가지 질문도 포함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가치에 관련된 5개 문제를 모두 맞추어야 하고 최소 75 퍼센트의 정답율을 성취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호주 각 지역의 Department of Home Affairs 사무실에서 실시됩니다. 호주 지방지역의 여러 장소와 재외 
공관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시험 준비 
시민권 시험에 대비하려면 이 자료집을 읽어야 합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유대) . 

본 자료집은 시험 출제 영역과 시험 미출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출제 영역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는 이 책의 처음 4 파트에 실려 있습니다. 
• 1부 – 호주와 호주 국민 

• 2부 -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권리와 자유 

• 3부 - 호주 정부와 법 

• 4부- 호주의 가치 

시민권 시험의 문제에 답하려면 시험 출제 영역에서 다루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미출제 영역 
시험 미출제 영역은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 5부 - 오늘날의 호주 

• 6부 – 우리의 호주 이야기 

연습 문제 
시험 출제 영역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20개의 연습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시험 출제 영역과 시험 미출제 영역의 마지막 부분에는 용어 해설(핵심 단어들과 뜻)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자료집 뒤에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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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을 보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대부분의 예비 시민권자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시민권 시험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와 보기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시험을 마친 후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 신청이 계속 처리될 것입니다. 신청이 승인되고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해야하는 경우, 수여식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을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여식은 신청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호주 시민권 선서 
호주 국민이 된 이유가 출생이든 선택이든지 간에, 우리의 책임과 특권 그리고 호주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주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호주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하면, 호주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통해, 여러분은 호주에 헌신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시민권의 책임과 특권을 수락합니다. 

호주 시민권 선서: 

나는 지금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 

호주와 호주 국민에 충성하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률을 지지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어구의 포함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본 책자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시민권 선서에 내포된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고 호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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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수여식 
호주 시민권 수여식은 소수의 사람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일 수도 있고,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권자들과 
관계자들이 느끼는 깊은 감정과 긍지는 시민권 수여식을 
매우 즐거운 행사로 만들어줍니다. 

시민권 수여식은 해당 지역 토지의 전통적인 소유자인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환영인사를 통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Welcome to Country 의례는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년 동안 자신들의 전통적 자치구역에서 
해왔던 환영인사입니다. 여러분은 해당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정부 대표의 환영인사와 격려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로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주 시민권 선서를 낭독하거나 복창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권 수여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 서약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호주 
시민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이나 경전을 들고 선서를 해도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사회의 지도자나 정부 대표자들이 시민권의 
의의에 대해 간략한 연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주 
시민권 증서를 수여 받고,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호주 
국가인 ‘Advance Australia Fair ’를 합창할 것입니다. 

시민권 수여식이 끝나면 동료 호주인을 만나고 함께 
축하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호주 국민이 되어 호주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호주 시민권 웹사이트 www.citizenship.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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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호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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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호주 국민 
새로운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수여식에서 호주와 호주 국민에게 충성을 서약한다. 그러므로 원주민 문화 유산을 포함하여 
호주의 지역 사회와 인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호주 역사에 중요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읽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와 테리토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호주만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상징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호주의 최초 거주인은 토착 원주민( Aboriginal )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Torres Strait Islander )이었으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와 전통을 지속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토착 원주민은 호주 본토와 타즈마니아에 출신이다.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토착 원주민은 6만 5천년에서 
4만년 사이에 호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 원주민은 이 땅의 창조 설화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창조 
설화는 태초로부터 시작된다.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출신지는 퀸즈랜드의 북단과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있는 섬들이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현재에도 그들을 인도하는 오래된 신념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들은 땅에 깊은 
애착이 있으며, 그들의 땅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이야기, 예술, 무용으로 표현된다. 원주민 문화는 다양하며 호주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부, 오늘날의 호주 및 6부, 우리의 호주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유럽인 정착 초기 
1788 년 1월 26일, ‘최초 선단(First Fleet)’이라고 알려지게 된 11 척의 죄수 수송선이 영국으로부터 도착하면서 유럽인 
정착이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의 법은 가혹하여 감옥은 범죄로 인해 투옥된 수많은 사람을 전부 수용할 수 없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수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즈로 보내기로 하였다.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즈의 초대 총독은 아서 필립 선장( Captain Arthur Philip )이었다. 이 식민지는 살아남았고, 더 많은 
죄수와 자유 정착민이 도착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호주의 다른 지역에도 다른 식민지들이 설립되었다. 

초기 자유 정착민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다. 이들로부터 내려온 영국과 아일랜드의 전통은 호주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1851 년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식민지에서 에서 금이 발견되어 '골드 러시'가 시작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큰 부를 얻고자 식민지로 모여들었다.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을 제외한 최초의 대규모 이민자들은 이 시기에 도착한 
중국인들이었다. 10년 동안, 호주의 인구는 2배 이상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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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라는 국가 
1901 년에 분리되어 있던 식민지들은 호주 연방 정부 
(Commonwealth of Australia)라는 주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국가 의회, 정부 및 
고등 법원 등의 국가 민주 제도가 설립되었다. 1901년 
당시, 호주 인구는 약 4백만이었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호주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967 년 국민 투표 후에는 공식적으로 호주 인구 추산에 
포함되었다. 

20세기 초 중반에 걸쳐, 이민 수준은 증감을 반복하였다. 
영국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영국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하였다. 

수백만의 유럽인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 했던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영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많이 증가하였다. 많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호주로 모여들었다. 

최근에는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과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호주로 오게 되었다. 가족과 
합류하거나 새 삶을 꾸리기 위해, 혹은 가난, 전쟁 또는 
학대를 피하기 위해 호주로 이주하였다. 

지난 2세기 동안 호주의 인구 다양성이 증가되었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는 호주가 세계로 더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호주 국민의 다양성을 
경축하면서도, 응집력 있고 단결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의 국어는 영어이다. 영어는 호주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이다. 호주의 가치에 따르기 위해, 이민자들은 호주 
사회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장려된다. 영어 의사소통은 호주에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100개 이상의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언어들을 포함하여,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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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호주와 호주 국민호주의 주와 테리토리 
호주 연방 정부는 주와 테리토리(territory)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에는 6개의 주와 2개의 본토 테리토리가 있다. 캔버라는 
호주의 수도이며, 각 주와 본토 테리토리에는 주도가 있다. 

다윈 

브리즈번 

멜번 

호주 수도 테리토리 

퍼스 
애들레이드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노던 
테리토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캔버라 

시드니 

주 

Hobart 
타즈마니아타즈마니아 

주도 

New South Wales (NSW) Sydney 

Victoria (Vic.) Melbourne 

Queensland (Qld) Brisbane 

Western Australia (WA) Perth 

South Australia (SA) Adelaide 

Tasmania (Tas.) Hobart 

테리토리 주도 

Australia Capital Territory (ACT) Canberra 

Northern Territory (NT)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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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New South Wales) 는 영국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식민지였다.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즈의 주도이며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시드니의 하버 브리지 
(Harbour Bridge) 와 오페라 하우스 (Opera House) 는 호주의 상징물이다. 

빅토리아 주 (Victoria) 는 본토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주이다. 빅토리아의 주도는 멜번이다. 
빅토리아 주에 있는 많은 세련된 건축물은 1850 년대의 골드러시에 의해 생긴 재력으로 
세워졌다. 빅토리아를 상징하는 명소로는 멜번 크리켓 그라운드, 12사도 바위 (12 Apostles), 
왕립전시관 (Royal Exhibition Building) 등이 있다. 

퀸즈랜드 주 (Queensland) 는 두 번째로 큰 주이다. 퀸즈랜드의 주도는 브리스번이다. 
퀸즈랜드 북부에는 토레스해협이 있으며, 동부 해안을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레이트베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 가 있다. 열대 우림지대, 온난한 해안 지역, 건조한 
내륙지역이 모두 퀸즈랜드에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Western Australia) 는 가장 큰 주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는 퍼스이다. 이 주의 동부는 대부분 사막이지만, 남서부는 비옥한 
농경 및 포도 재배 지역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많은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의 
본거지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는 명소에 닝가루 해안 (Ningaloo Coast), 
마가렛 강 (Margaret River) , 킴벌리 지역 (Kimberley) 등이 포함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South Australia) 는 들쭉날쭉한 해안선과 많은 유명한 와인 
생산지를 가지고 있다. 주도인 아들레이드에서는 세련된 식민시대 건축물의 표본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징하는 명소에 바로사 벨리 (Barossa Valley) 및 
플린더스 산맥 (Flinders Ranges) 가 포함된다. 

타즈마니아 주 (Tasmania) 는 바스 해협 (Bass Strait) 을 사이에 두고 본토와 분리된 가장 
작은 주이다. 타즈마니아의 주도는 호바트이다. 타즈마니아 섬의 대부분은 훼손되지 않은 
야생 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타즈마니아를 상징하는 명소에는 크레이들 마운틴 (Cradle 
Mountain) , 포트 아서 (Port Arthur) , 베이 오프 파이어스 (Bay of Fires) 가 포함된다. 

테리토리 

호주 수도 테리토리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는 시드니와 멜번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이 곳에 자리잡고 있다. 캔버라에는 국회의사당과 호주 고등법원 
등과 같은 주요 국가 기관들이 있다.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의 북부는 열대지방이며 남부는 붉은 사막 모래로 덮여 
있다. 주도는 다윈이다. 노던 테리토리를 상징하는 명소에는 울룰루 (Uluru) , 카타추타 (Kata 
Tjuta) , 킹스캐년 (Kings Canyon)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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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Welcome to Country 
및 Acknowledgement 
of Country 의례 
Welcome to Country 는 전통적인 원주민 땅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해당 지역의 토착 
원주민 또는 토레스해협 도서민 수호자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방문자들이 그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 수행된다. 

Welcome to Country 는 노래, 춤, 연기 의식 또는 전통 
언어나 영어로 하는 연설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Welcome to Country 는 일반적으로 행사를 여는 첫 번째 
순서가 된다. 

Acknowledgement of Country 는 토착 원주민이나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땅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수호자 특히 과거와 현재의 
장로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참석한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회이다. 

Acknowledgement of Country 는 일반적으로 회의 
및 행사에서 환영 인사 및 안내의 일환으로 전달된다. 
누구나 Acknowledgement of Country 를 전달할 
수 있다. 회의/행사에서, 의장이나 진행자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관습은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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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민들에게 중요한 날 

Australia Day 
우리는 매년 1월 26일에 호주의 날 (Australia Day) 을 
경축한다. 호주의 날은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공휴일이다. 1월 26일은 1788 년에 영국으로부터 도착한 
최초 함대를 기념하는 날이다. 

호주의 날에, 호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은 호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의 성취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린다. 
이 날은 호주에서 가장 큰 연례 공휴일이다. 

호주의 날은 현대적이며 역동적인 국가를 위한 모든 호주 
국민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약 6만 
5천년 전부터 있었던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부터 대대손손 호주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세계 
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이민자들까지 모두 함께 한다. 
Australia Day (호주의 날)에는 특별 시민권 수여식을 
비롯하여 호주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린다. 

호주의 날 행사 중에, 호주 총리가 캔버라에서 올해의 
호주인 상의 수상자( Australian of the Year Awards) 
들을 공표한다. 

Anzac Day 
Anzac Day (안작 데이)는 매년 4월 25일이다. 안작 데이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던 1915 년 4월 25일에 터키의 
갈리폴리( Gallipoli )에 상륙한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안작 데이는 전쟁, 분쟁 및 평화유지 작전에 참전하여 
사망한 모든 호주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는 엄숙한 날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군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여러가지 의의를 성찰한다. 

다른 중요한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한 정보는 5부, 
오늘날의 호주에서 볼 수 있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유대 13 



       

 

 

  

   
 

 

 
 

 

 

 

 

 

 

호주의 깃발 
우리 나라의 공식 국기는 Australian Nati l Flag ona (호주 국기)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역사회에서 게양되는 깃발에는 
Australian Aboriginal Flag (호주 본토 원주민 깃발) 및 Torres Strait Islander Flag (토레스해협 도서민 깃발) 등이 있다. 

각 주와 테리토리는 각각 자체 깃발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깃발은 11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호주 국기 

호주 국기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 Union Jack )'이 좌측 상단에 
있다. 이는 영국인의 호주 정착 역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영국인의 정착을 통해 호주가 이어 받은 법률 및 
제도를 나타낸다. 

• 유니온 잭 아래에는 커먼웰스 스타( Commonwealth 
Star )가 있다. 이 스타는 일곱 개의 꼭지점이 있고, 각 
꼭지점은 6개의 주와 1개의 테리토리를 상징한다. 

• 우측에 있는 서던 크로스 (Southern Cross) 는 남반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남십자성 별자리를 상징한다. 

호주 원주민 기 

호주 원주민 기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상단의 검은색은 호주의 토착 원주민들을 상징한다. 
• 하단은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며, 의식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중앙의 노란색 원은 태양을 상징한다. 

토레스 해협 도서민 기 

토레스해협 도서민 기는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위 아래의 초록색 띠는 땅을 상징한다. 
• 중앙의 파란색 패널은 바다를 상징한다. 
• 검은색 선들은 토레스해협 도서민들을 상징한다. 
• 중앙에 놓인 무희의 흰색 머리 장식은 모든 토레스해협 

도서민을 위한 상징물이다. 
• 흰색 별의 꼭지점들은 토레스해협 군도의 부족들을 

나타내며, 희색은 평화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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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상징물 
연방 정부 문장 

연방 정부 문장은 호주 연방정부의 공식 표상이며, 호주의 
국가적 통일성을 상징한다. 이는 호주 국민의 결속을 
나타낸다. 이는 호주 연방정부의 권위와 소유권을 나타낸다. 
• 중앙의 방패는 6개 주와 연방제를 상징한다. 
• 캥거루와 에뮤가 양쪽에서 방패를 받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호주의 토착 동물이다. 
• 방패 위에는 금색의 커먼웰스 스타( Commonwealth 

Star )가 있다. 
• 배경은 호주의 국화인 황금색 화틀이다. 

호주의 국화 

호주의 국화는 황금색 와틀이다. 이 작은 와틀나무는 주로 
호주의 남동지역에서 자라며, 밝은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으며 봄에 많은 황금색 꽃이 핀다. 각 주와 테리토리에도 
별개의 상징적인 꽃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국가 색채 

호주의 국가 색채는 황금색 와틀과 같은 초록색과 
황금색이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국가 스포츠 대표팀의 
유니폼은 초록색과 황금색이다. 

호주의 국가 보석 

호주의 국가 보석은 오팔이다. 토착 원주민의 전설에 따르면 
무지개가 땅에 닿아 오팔의 색깔을 만들어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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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 
‘Advance Australia Fair (호주여, 전진하자)’가 호주의 국가이며, 호주 시민권 수여식, 중요한 

스포츠 행사 등을 포함해,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서 자주 불린다. 

Advance Australia Fair 
Australians all let us rejoice, 

For we are one and free;

We’ve golden soil and wealth for toil; 

Our home is girt by sea; 

Our land abounds in nature’s gifts 

Of beauty rich and rare; 

In history’s page, let every stage 

Advance Australia Fair. 

In joyful strains then let us sing, 

Advance Australia Fair. 

Beneath our radiant Southern Cross 

We’ll toil with hearts and hands; 

To make this Commonwealth of ours 

Renowned of all the lands; 

For those who’ve come across the seas 

We’ve boundless plains to share; 

With courage let us all combine 

To Advance Australia Fair. 

In joyful strains then let us sing, 

Advance Australia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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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 
권리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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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권리와 자유 
신규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을 공유하고, 호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한다. 호주 국민들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신념, 권리와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료의 2부에서는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권리와 자유에 대해 다룬다. 더 자세한 정보는 4부, 호주의 가치 참조. 

우리의 민주주의 신념 

의회 민주주의 
호주의 정부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일환으로, 호주 국민들은 의회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정부의 
힘은 호주 국민에게서 나온다. 의회 대표자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법치 
법에 따라 모든 호주 국민은 평등하다. 법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혹은 종교법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호주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지역사회,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업가들과 경찰도 포함된다. 

평화로운 삶 
호주 국민들은 안정된 정부체계를 갖춘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호주 국민들은 토론, 평화로운 
설득과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법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거부한다.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을 존중함 
호주의 민주주주의 시스템은 모든 개인이 배경에 관계 없이 호주 법 하에서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호주의 모든 국민들은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성, 혼인상태, 나이, 장애, 전통, 문화, 정치, 부 혹은 종교에 상관없이 존엄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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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호주의 핵심 가치이며 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반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며 다른 이들과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호주 법을 
준수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평화롭게 항의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예술, 영화,음악 및 문학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토론을 위해 공공장소나 사유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호주 
법은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참여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정당, 
노동조합, 종교나 문화, 혹은 사회단체 등과 같은 합법적인 
조직에 가입할 자유가 있다. 또한,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가지며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호주 국민은 정부의 활동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결집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항상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한다. 즉,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종교의 자유 
호주에는 유대-기독교의 전통이 있고 많은 호주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지만, 호주에는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 호주는 성 금요일 
(Good Friday ), 부활절 주일( Easter Sunday),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기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와 호주 법은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호주 정부는 세속 정부이며, 
이는 호주 정부가 교회나 다른 종교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이다. 호주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따를 자유가 
있다. 또한, 종교를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다. 

종교 활동을 할 때에도 호주 법은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호주 법과 종교적 관행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호주 
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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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등 
호주에는 성별, 인종, 장애 혹은 나이 인해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률이 있다. 

성평등 
남성과 여성은 호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공평한 기회와 'fair go' 
호주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를 중시하며, 이를 종종 'fair go'라고 한다. 즉, 재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수고 및 노력을 통해 삶의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평한 기회로 인해 호주 사회에는 공식적인 계급 
구분이 없다. 

호주 시민권의 의무와 특권 
호주 국민이 되면, 추가 의무와 특권을 갖게된다. 

책임 – 여러분이 호주에 제공하는 것 
당신이 호주를 위해 하는 일호주 시민권자로서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호주 법을 준수한다 

• 연방 선거, 주 선거, 테리토리 선거에 투표하고, 국민 투표에 참여한다 

• 유사시에 호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 소집 시에 배심원 의무를 이행한다. 

특권 — 호주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 
호주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 연방 선거, 주 선거, 테리토리 선거에 투표하고,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세습으로 호주 밖에서 출생한 자녀의 호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공공 서비스 일자리나 호주 방위군에 지원할 수 있다 
•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호주 여권을 신청하고 자유롭게 호주에 재입국할 수 있다 

• 해외 체류 중 호주 공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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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호주 법을 준수한다 
우리의 정부 대표자들은 질서 있고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호주 국민들과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요한 호주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부, 호주 정부와 
법에서 볼 수 있다. 

연방 선거, 주 선거, 테리토리 선거에 
투표하고, 국민 투표에 참여 
투표는 18세 이상의 모든 호주 국민들에게 중요한 
책임이며 권리이자 특권이다.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들은 연방 선거, 주 선거, 테리토리 
선거에 투표하고, 국민 투표에 참여할 책임을 가진다. 국민 
투표는 호주 헌법 개정에 대한 투표이다. 호주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호주의 미래에 이바지한다. 

연방 선거와 주/테리토리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가 
의무이다. 일부 주에서 지역 정부 선거에 대한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호주 헌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부, 호주 정부와 법에서 
볼 수 있다. 

유사시에 호주 국방의 의무 이행 
호주 방위군은 모병제이지만, 유사시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필요한 경우 호주의 모든 국민들이 
단결하여 국가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집 시에 배심원 의무 이행 
요청되는 경우, 배심원 활동은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의 
의무이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언을 듣고 기소된 자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일반 남녀를 말한다.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호주 국민은 배심원으로 소환될 수 
있다. 배심원 활동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법정 제도가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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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호주 공직이나 호주 방위군에 지원하기 
호주 시민권을 보유하면 Services Australia 혹은 국세청 (ATO) 과 같은 호주 공공 서비스직에 지원하여 호주 관공서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따른다. 

호주 국민은 또한 호주 방위군(육군, 공군과 해군) 취업에 응모할 권리도 가진다. 

의회 선거 출마권 
18세 이상이며 이중 국적자가 아닌 호주 국민은 연방 의회 선거나 주/ 테리토리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호주 의회의 
의원직은 명예이며,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 

호주 여권 신청과 자유로운 호주 재입국 권리 
호주 시민권자가 되면 호주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권자는 호주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호주 국민은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가 비자 없이 호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호주 공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 호주 대사관, 고등 판무관 혹은 영사관이 있다.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 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호주 공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시민 소요사태와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상황도 포함된다. 

호주 재외 공관은 긴급 여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사고나 심각한 질병, 사망 시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에 체류할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세습으로 호주 밖에서 출생한 자녀의 호주 시민권 신청 
호주 국민은 세습으로 호주 밖에서 출생한 자녀의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호주 사회 참여 
호주는 모든 국민이 호주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적극적인 국민은 호주의 미래를 형성하는 책임과 특권을 실천한다. 예를 
들어, 이웃 모임이나 지역사회 조직에 가입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미술이나 문화 
모임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납세는 호주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법으로 요구된다. 세금은 직장, 사업 혹은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급되며, ATO 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ATO 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세금 권리와 책무를 인지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한다. 

호주인들이 누리는 많은 혜택은 세금을 통해서 제공된다. 정부 지원 의료 및 교육, 국방, 도로 및 철도, 사회 보장 등의 서비스에 
세금이 사용된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가 호주 지역사회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 주와 테리토리 정부, 그리고 
지방 의회들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금을 징수한다. 이들 서비스는 호주를 현재와 같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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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와 법 
시민권 수여식에서 당신은 호주의 법을 지지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언한다. 호주의 정부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호주의 정부체계, 호주 의회 민주주의에서 법이 제정되는 방식, 그리고 그 법이 집행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호주의 국민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 

투표 
2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은 연방 선거, 주 선거, 테리토리 선거 및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호주 의회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국회에서 자신을 대표할 사람에게 투표함으로써 호주의 통치 방식에 의견을 피력한다. 
유권자 등록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호주 선거에서 투표는 의무이며,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도 의무이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 는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연방 선거와 국민 투표를 
시행하고 연방정부 선거인 명부를 관리한다. AEC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정당이나 정부 관리들은 AEC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호주 선거에서 투표는 비밀로 보장되며,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스스로 
밝히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선거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의무 투표제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과 의회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 
국민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역 대표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호주 국민은 선출된 의원에게 연락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호주 국민들은 법 
제정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한 국민이 선출된 의원에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의원은 그 제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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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정부체제를 어떻게 수립하였는가? 

호주 연방 
영국인 정착 이후 부터 1901 년까지 호주는 6개의 개별적인 자치 영국 식민지로 구성되었다. 

각 식민지는 자체 헌법과 국방, 이민, 우편, 교역과 교통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식민지 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식민지 간의 교역과 수송은 비싸고 느렸으며, 통치 구역 간에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개별 식민지들의 국방 체계도 미약했다. 

이로 인해, 이들 식민지를 통합하여 단일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호주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스포츠 팀은 국제적으로 호주를 대표했으며 호주의 문화는 팝송, 시, 이야기, 예술 등의 분야에서 
발전하였다. 

국가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주라는 한 국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다. 1901 년 1월 
1일, 자치 식민지들은 호주 연방정부라고 불리는 주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호주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 
(이하, 호주 헌법)은 호주 정부를 위한 근본 법규를 정한 법률 
문서이다. 호주 헌법은 본래 1900 년에 영국 의회법 (British 
Act of Parliament) 의 일부로 통과되었다. 1901 년 1월 1일, 
호주 헌법이 발효되어 호주 식민지들이 모여 하나의 독립 
국가인 호주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 이 되었다. 

호주 헌법은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호주 연방 의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호주 헌법은 호주의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호주 고등법원도 설립하였다. 

호주 국민들은 국민 투표로 호주 헌법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1967 년 국민 투표에서 90퍼센트 이상의 호주 
국민들이 인구조사에 원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찬성하였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국민투표에서 '중과반수'가 그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는 과반수의 주에서 과반수의 투표자,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과반수의 투표자가 그 개정안에 
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호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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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력은 어떻게 통제되는가? 
호주 헌법은 입법권(의회), 행정권(예; 총리 및 내각) 및 사법권(판사)을 분리하여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입법권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의회는 호주에서 법을 만들고 변경하는 권력을 가진다. 의회는 호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행정권 
행정권은 법을 실행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에는 호주 총리, 정부 장관들과 총독 (Governor-General)이 포함된다. 장관은 정부 
부처를 책임진다. 

사법권 
재판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을 가진다. 법원과 재판관은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들 권력은 호주 헌법에 기술되어 있다. 

호주의 국가수반은 누구인가? 
호주의 국가수반 (Head of State) 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호주의 여왕은, 수상의 제청에 의거하여, 자신의 대리자로서 
총독(Governor-General) 을 임명한다. 총독은 모든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여왕은 일상적인 
국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각 주에는 여왕을 대리하는 주지사(governor)가 있고 
이들은 총독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입헌 군주국 
호주는 입헌 군주국이다. 즉, 여왕이 국가수반이지만 헌법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 국가이다. 여왕은 호주에 거주하지 
않으며, 여왕의 권한은 호주 총독에게 위임된다. 

호주의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은 호주식으로 독특하게 병합된 
영국과 북미의 전통을 반영한다. 호주 체제에서, 호주 정부의 
지도자는 총리 (Prime Minister) 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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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의 역할 
총독은 정부의 일원이 아니며 반드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총독의 역할의 예: 
• 호주 의회가 법으로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서명한다 (이를 국왕 재가 (Royal Assent) 라고 한다) 
• 의례 의무를 수행한다 

• 호주 정부, 장관, 연방 재판관과 기타 정부관리들의 임명을 승인한다 

• 연방 선거 절차를 개시한다 

• 호주 방위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총독은 ‘보유 권한(reserve powers)’라고 하는 특별한 권력을 가지며, 이 권한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누가 호주의 지도자들인가? 
국가수반 (Head of State) 
호주 여왕 

총독(Governor-General) 
호주에서 국가수반을 대리하는 자 

주지사 (Governor) 
호주의 각 주에서 국가수반을 대리하는 사람 

총리 (Prime Minister) 
호주 정부의 지도자 

주 수상 (Premier) 
주 정부의 지도자 

수석 장관 (Chief Minister) 
테리토리 정부의 지도자 

정부 장관 (Government Minister) 
정부 부처를 책임지도록 정부 지도자에 의해 선택된 
하원 의원 

하원 의원 (Member of Parliament:MP) 
국민들이 선택한 호주 국회나 주 의회의 의원 

상원 의원 (Senator) 
주나 테리토리가 선출한 호주 국회 대표 

시장 (Mayor) 이나 지역청장 (Shire 
President) 
지방 의회의 지도자 

시의원 (Councillor) 
지방 의회의 선출된 의원 

호주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호주 정부 
호주 정부는 페더럴 정부 (Federal Government) 또는 커먼웰스 정부 (Commonwealth Government) 라고 불린다. 호주 
정부는 호주 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호주의 국회는 양원제이다: 
• 하원 

• 상원. 

연방 선거에서, 호주 국민들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 각각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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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은 호주 의회 양원제 
중 하나이다. 하원을 Lower House 또는 People’s House 
라고도 한다. 

호주는 연방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다. 하원 의원 (Members 
of Parliament: MP) 은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한다. 

주나 테리토리의 하원 의원의 숫자는 해당 주나 테리토리의 
인구에 따라 결정된다. 전국적으로, 150 명 이상이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은 호주 의회에서 새로운 법률 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하원의 역할은 새로운 법의 제정안이나 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며 중대한 국가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상원 
상원(Senate) 은 호주 양원제 중 하나이다. 상원은 Upper 
House,House of Review 또는 State's House 라고 불리기도 
한다. 각 주의 유권자들은 상원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원 
의원들도 선출한다. 모든 주는 인구와 관계없이 동등한 숫자의 
상원 의원으로 대표된다. 총 76 명의 상원 의원이 있다. 각 주는 

1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호주 수도 테리토리 및 노던 
테리토리는 각각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원들도 신규 법률 제정안이나 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토의하고 투표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다. 

하원 

상원 

주와 테리토리 정부 
호주에는 6개의 주와 2개의 본토 테리토리가 있다. 각 주는 고유한 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있다. 주와 테리토리 정부들은 해당 
주와 테리토리의 주도에 소재한다. 주 정부의 지도자는 주 수상 (Premier) 이며, 테리토리 정부의 지도자는 수석 장관 (Chief 
Minister) 이다. 

주 정부들은 호주 연방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주에서는 주지사 (Governor) 가 여왕을 대리한다.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에서는 총독이 행정관 (Administrator) 를 임명한다. 행정관의 역할과 책임은 주지사와 유사하다. 

주는 헌법에 의해 권리를 인정받지만 테리토리는 그렇지 않다. 주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자치 테리토리의 
법은 호주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주 선거와 테리토리의 선거에서 호주 국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한다. 이들 의원들은 해당 주나 테리토리 
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지방 정부 
각 주와 노던 테리토리는 지방 정부 지역들로 분할된다. 이들 지방 정부 지역은 시, 지역청, 타운 혹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린다. 각 지역은 각자 지방 의회 (Council)를 가지고 있다. 지방 의회는 해당 지역사회의 계획과 서비스 제공을 책임진다. 각 
지방 정부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방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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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의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3단계의 정부 간에 중요한 차이점은 각 단계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이다. 단, 각 단계의 정부들의 책임은 
다소 중복될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다음을 책임진다 : 

조세 

국가 경제 관리 

출입국 관리 및 시민권 

고용 지원 

우편 서비스 및 통신망 

사회 보장(연금과 가족 지원) 
국방 

통상 및 상업 

공항 및 항공 안전 

외무(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병원 및 보건 서비스 

학교 

도로 및 철도 

삼림 

경찰 및 구급차 서비스 

대중교통. 

지방 정부 ( 그리고 호주 수도 테리토리 정부 ) 는 
다음을 책임진다 : 

도로 표지판, 교통 통제 

지방 도로, 보도, 교량 

하수 시설 

공원, 놀이터, 수영장, 운동장 

캠핑장 및 캐러밴 공원 

식품 및 육류 검역 

소음 및 동물 관리 

쓰레기 수거 

지역 도서관, 지역 회관 및 지역사회 센터 

특정 보육 및 노인복지 문제 

건물 허가 

사회 계획 

지역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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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통치 방식에 있어서 
정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정당은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구성원들은 정당의 견해를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협력한다. 호주의 주요 정당으로는 호주 자유당 (Liberal Party of Australia) , 호주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국민당 (Nationals) , 그리고 호주 녹색당 (Australian Greens) 등이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이런 의원들을 무소속 의원 (Independents) 
이라고 한다. 

호주에서 국민들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할 자유가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연방 투표 후에 과반수의 하원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연립정당이 호주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이 정당의 당수는 호주 
연방정부의 지도자인 수상이 된다. 

연방 투표 후에 하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립정당은 야당이 된다. 이 정당의 당수는 야당의 
지도자가 된다. 

수상은 하윈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 중에서 호주 정부의 장관들이 될 사람을 추천한다. 총독은 수상과 장관들의 임명을 
승인한다. 

장관은 고용, 원주민 혹은 재무 등과 같은 중요한 정부 분야를 책임진다(이를 장관직 (portfolio) 이라고 함). 최고 장관직을 가진 
장관들은 내각(Cabinet)을 구성하며, 내각은 호주 연방정부의 핵심 의사결정기관이다. 

법률은 어떻게 제정되는가? 
호주 의회는 호주에 유익한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호주 의회의 구성원이 새로운 법이나 기존 법의 개정을 제안할 때, 
이런 제안을 '법안'이라고 한다. 

하원과 상원은 법안을 고려하고 
토의하고 찬반 투표를 한다. 

각 하원에서 의원 대부분이 어떤 법안에 동의하면, 
그 법안은 총독에게 회부된다. 

총독이 법안에 서명하면 그 법안은 법이 된다. 
이를 '국왕 재가 (Royal Assent) '라고 한다. 

주와 테리토리 의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체 법률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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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법원 
호주의 법원은 독립적이다. 법원은 개인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한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에만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관과 치안판사 
재판관과 치안판사는 법원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 
재판관과 치안판사는 독립적이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없다. 

재판관과 치안판사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지만, 정부는 
재판관과 치안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 

배심원 
호주의 법원 체계에서,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결백하다고 간주된다. 모든 사람은 법원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일부 재판에서 개인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배심원을 이용한다. 배심원의 역할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배심원은 평범한 
호주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택된 그룹이다. 재판관은 
배심원들에게 법을 설명한다.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결정한다면, 재판관은 처벌을 결정한다. 

경찰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다. 경찰의 
직무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경찰은 누군가가 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체포하고 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유죄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주와 노던 테리토리는 자체 경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경찰은 주와 테리토리의 법 하에서 범죄를 다룬다. 

호주에는 호주연방경찰 (Australian Federal Police) 
이라고 불리는 국가 경찰력도 있다. 호주연방경찰은 마약 
거래, 국가 보안 범죄, 환경 범죄 등과 같이 연방 법을 
어기는 범죄를 조사한다. 호주연방경찰은 호주 수도 
테리토리의 일반 경찰 업무도 책임진다. 

호주에서 경찰과 지역사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범죄를 신고하고 해당 지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호주에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다. 심지어 뇌물을 제안하는 것도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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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범죄 행위 
호주 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다. 

심각한 범죄 행위에는 살인, 폭행, 성폭행, 대인 폭력이나 대물 파손, 무장 강도나 절도, 동의가 가능한 법적 연령 아래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 난폭 운전, 불법 약물 소지와 사용, 사기 등이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가족, 친구 및 연인과 긍적적이고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타인에 대한 폭력은 불법이며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가정 폭력 혹은 가족 폭력이라고 불리는 가정과 혼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정 폭력에는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학대나 손상, 강제 성관계, 강제 격리나 경제적 박탈이 포함된다. 
가정 폭력 및 가족 폭력에는 구타, 친구와 다른 가족들로부터 분리 시킴 혹은 자녀나 애완동물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정 폭력이나 가족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별에 관계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누구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것을 
용납해서는 않된다. 

본인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www.respect.gov.au 그리고 
www.1800respect.org.au 

교통 위반 
도로와 교통 법규는 주와 테리토리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는 구금될 수 
있다. 호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차에 승차한 모든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아기들은 승인된 아기용 자동차 시트에 착석되어야 한다. 교통 법규는 
매우 엄격하다. 약물 복용 후에 혹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운전 중에 손으로 
휴대 기기를 작동하는 것도 불법이다. 

32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유대 

www.1800respect.org.au
www.respect.gov.au


        

 

4부 

호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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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가치 
자유, 존중 및 기회의 평등에 기반한 호주의 가치는 살기에 
안전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나라를 규정하고 형성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국민이 되고자 한다. 

호주 시민권은 이들 가치를 지역 공동체에서 일상 생활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호주 국민들이 
존중하고 공유하며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가치 

법치를 위한 노력 
모든 호주 국민들은 호주 법과 법률 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호주 국민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법치 하에서, 모든 호주 국민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호주에서, 모든 사람은 항시 법을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항시 법을 지켜야 합니다. 

호주 법은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즉, 
배경이나 문화에 관계 없이, 누구나 호주 법에 따라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 
호주의 정부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이다. 호주의 법은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호주 국민들은 
국가 통치 방식에 참여한다. 호주 국민들이 의회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호주 
국민에게서 나온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다. 이는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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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호주에서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에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토론을 위해 공공장소나 사유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또한, 어떤 주제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며 다른 이들과 자신의 생각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신문사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도 위와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평화로운 공적 시위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특정 단체에 대하여 (문화, 인종, 종교 혹은 배경을 이유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는, 호주의 가치와 호주 법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법을 어기도록 조장하는 것도 불법이다.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 
호주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정당, 노동조합, 종교나 문화, 
혹은 사회단체 등과 같은 합법적인 조직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개인들은 어떤 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호주 국민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결집할 수 있으며, 정부의 활동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모임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항의는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항의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종교의 자유 
호주에는 공식적인 국가 종교가 없으며, 호주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따를 자유가 있다. 호주 정부는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권자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그러나 종교적 관습이 호주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종교법은 호주에서 법적 지위가 없다. 호주의 법이 종교적인 법과 다른 경우에도, 호주 법은 호주 어디에서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중혼(동시에 두 사람 이상과의 혼인) 혹은 강요된 결혼 등과 같은 특정 종교나 문화적 관습은 호주 법에 
저촉되며, 징역형을 포하하여 심각한 법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호주 사회에서는 종교적 편협이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 없이, 호주 법을 준수하는 한 
자신의 목표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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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호주 사회는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종교, 인종, 
국가나 인종적 출신 배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중시한다. 호주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여러 
법률이 있다. 

차별 방지법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불교 신자는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호주 
법에 하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동성 간의 혼인도 포함된다. 

호주에서 남녀는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남녀 모두 교육 및 고용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의회에 출마할 
수 있으며, 호주 방위군과 경찰에 지원할 수 있고, 
법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호주에서는 
여성이라도 더 좋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면 남성 모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결혼 및 종교 등과 같은 사적인 일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위협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된다. 호주에서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범죄 행위로서,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이혼이 허용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는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공평한 기회와 ‘fair go’ 
모든 사람은 ‘공평한 기회 (fair go) ’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계급으로 구분지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배경에 상관 없이, 삶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호주 사회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삶에서 이루는 성취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로 인한 
산물이어야 한다. 즉, 성별, 재력 혹은 인종 때문이 아니라 
기술과 경력에 따라 취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조직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호주 법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선발되도록 지원한다. 

호주에서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비즈니스, 자신의 직업 
분야, 예술, 공적 서비스 및 스포츠 등에서 자신의 노력과 
사업을 통해 리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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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과 타인에 대한 관용 
호주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을 비롯하여 
타인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폭력은 법에 저촉된다. 언어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은 불법이다. 호주 
국민들은 평화로운 차이를 믿으며,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믿는다. 

호주에는 성적 동의 연령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법이 있다. 
이 연령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주나 테리토리에 따라 16 세 
혹은 17세이다. 예를 들어, 20세의 남성이 15세의 소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주와 
테리토리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경찰의 합법적인 행위는 지지되어야 한다. 모든 
호주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주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상호 
존중과 관용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지라도, 타인을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견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서로를 용인해야 한다. 
호주에서 인종차별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 혹은 출판물을 통해서 인종차별적인 자료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 공공장소나 스포츠 행사 등에서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도 인종차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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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동체 

기여하는 방법 
시민권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시민권은 호주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능한 경우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가진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온정 
호주는 ‘동료의식 (mateship)’을 중시한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다. 예를 들어, 연로한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아프거나 취약하거나 외롭게 지내는 사람을 방문한다. 

동료의식을 통해, 호주는 공동체 서비스 및 자원봉사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즉, 서로를 보살피고 공동체를 
강화한다. 자원봉사는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호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켜주는 좋은 기회이다. 
호주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국가 언어는 영어이다 
호주 사회는 호주 국가 언어인 영어를 사회 통합의 요소로서 중시한다.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어 사용 능력은 교육과 취업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에 더 잘 융합될 수 있게 해준다. 영어는 경제 참여 및 사회적 결속에 
필수적이다. 주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은, 영어가 모국어 아닌 경우,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 유지를 돕는 방법 
호주에서, 우리는 호주 사회를 지키는 데 일조할 책임을 가진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이 심각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가능한 빨리 호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를 목격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호주에서는 온라인 학대가 용인되지 않는다. 이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고유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행위,온라인에서 누군가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호주에서는 많은 형태의 사이버 폭력이 불법이다. 

호주에 대한 충성 
새로운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수여식에서 호주와 호주 국민에게 충성을 서약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호주 
국민은 다른 나라(들)의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이중, 혹은 다중 국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호주 국민은 호주 안에서 언제나 호주 법을 따라야 한다. 

호주 국민이 외국에 있을 때에도 준수해야 하는 호주 법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 국민으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에 연류되는 행위는 호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불법이다. 호주 사회의 기반은 호주의 이해 및 안보를 해치지 
아니한다는 공동의 책무이다. 예를 들어, 공적인 정부 기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행위는 호주의 이해를 해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인종 공동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호주의 공동체 관계에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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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 지켜준다. 2019-20 년에 호주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산불 사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재산 손실이 야기되고, 야생동물들이 큰 
피해를 입고 환경도 상당히 손상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다문화 공동체들이 협력하여 성금을 모으고, 옷가지와 
음식들을 기부하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 
중국, 베트남 및 캄보디아 커뮤니티 회원들이 
쇼핑센터에서 성금을 모으고 지역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모았으며, 퀸즈랜드 주에서는 시크 
커뮤니티 회원들이 수천 통의 생수를 지역사회와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였다. 

결론 
호주의 민주주의 제도 및 호주의 공동 가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었다. 

호주는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공유한다. 호주의 시민권자로서 당신은 호주 국가 역사의 일부가 되며, 호주의 미래에 
이바지할 것이다. 호주는 당신을 환영한다. 시민권은 우리의 공동 유대이다. 

시민권 시험 준비를 위해 44-46 쪽에 있는 모의 문제들을 풀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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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제 영역의 용어 설명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호주 땅의 최초 거주자들이다.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은 호주 인구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한다. 

호주 인권위원회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인종차별 사건은 호주 인권위원회에 신고될 수 있다. 

호주의 공공 서비스 

호주 공직/공무원정부 부처와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 
폴은 호주 정부 기관인 Services Australia 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민간 소요사태 

많은 사람들에 의한 시위와 폭동으로, 주로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에 항의함 
정부가 평판이 나쁜 법률을 통과시키자 시민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연립 

두 개 이상 정당의 연합.대개 정부 혹은 야당을 형성하기 위해 연립함 
선거 이후 하원에서는 반수가 넘는 정당이 없었으므로 유사한 의견을 가진 두 정당이 연립당을 형성하기 위해 합당했다. 

위원회 

공식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한 독립 위원회가 그 선거를 주관한다. 

헌법 

정부가 준수해야하는 호주 최고 법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규정한다. 

입헌 군주국 

헌법으로 권력이 제한된 왕이나 여왕이 국가 원수인 국가 
우리의 헌법은 호주 연방정부를 입헌 군주국으로서 수립하였고, 영국의 왕이나 여왕을 우리의 국가 수반으로 한다.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가 소송을 심리하는 장소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 

형사 재판 

범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사실 심리 
형사 재판 이후에 그 은행 강도는 투옥되었다. 

사이버 폭력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 
호주에서는 많은 형태의 사이버 폭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경찰과 해당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온라인 서비스 (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신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선출된 대표들을 통한 국민에 의한 정부 
그레이스는 투표를 통해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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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및 가족 폭력 

공포를 조성하거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배우자를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협박. 가정 폭력이나 가족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다 
호주에서 가정 폭력이나 가족 폭력은 범죄 행위이며 경찰에 신고되어야 한다. 

마약 밀매 

마약을 소지하거나 파는 행위 
제스는 마약 거래로 투옥되었다. 

선거 

국민들이 국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과정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은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국민 투표나 선거에 투표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록 
잰이 투표소에 도착하자, 선거관리 요원이 선거명부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았다. 

선거구 

하원 정치인들의 선출을 위해 투표하는 유권자들로 구성된 지역들 
선거구를 선거인 지역, 지부 또는 의석이라고도 한다. 

평등 

신분의 동등함 
호주 국민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는다. 

법 집행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행정권 

호주 헌법의 삼권 중 하나로, 법을 집행하는 권력과 권한 
호주 정부 장관들과 총독은 호주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할 행정권이 있다. 

공평한 기회 (fair go) 
모든 사람은, 배경에 상관 없이, 삶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호주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 (fair go) ’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연방 

식민지들이 일정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연합한 상태 
1901년에 식민지들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라고 불리는 연방 국가로 통일되었다. 

최초 함대 

뉴사우스웨일즈에 죄수 정착지를 설립하기 위해 아더 필립 선장(Captain Arthur Phillip)의 지휘 하에 영국에서 출발한 11 
척의 함대 
1788 년 1월 26일에 최초 함대가 시드니 만에 도착하였다. 

국화 

국가의 꽃 
호주의 국화는 황금빛 워틀입니다. 

강제 결혼 

배우자 모두 혹은 한 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던 결혼 
그녀는 강제 결혼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항상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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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계속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에 
시민권 수여식에서 귀하는 지금부터 계속 호주에 충성할 것을 약속한다. 

상징물 

잘 알려진 이미지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유명한 상징물이다. 

원주민 

호주의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 
호주 원주민이 이 나라의 첫 거주민이다. 

통합 

이민자들이 새롭고 발전하는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주 및 지역사회에 통합되면서 이민자들은 혜택을 얻는다. 

사법권 

호주 헌법의 삼권 중 하나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과 권한 
호주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을 가진다. 

입법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과 권한, 호주 헌법 아래의 세 권력 중 하나 
호주 헌법 하에서,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자유 

개인적인 자유과 독립성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치안판사 

하급 법원의 판사(리더) 
치안판사는 그 강도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감옥으로 보냈다. 

동료의식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음 
내 차가 고장났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내 차를 미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가 

국가의 노래 
호주의 국가는 ‘Advance Australia Fair’ 이다. 

의회 민주주의 

시민에 의한 정기적인 의회 의원 선거에 근거한 정부 체제 
의회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은 투표하여 의원들을 선출한다. 

정당 

한 국가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유사한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통 투표에서 선출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정당의 당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중 교통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종차별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출신 민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가하는 편견, 차별, 괴롭힘 혹은 혐오 
호주에서 인종차별은 범죄이며 경찰에 신고되어야 한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고발을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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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호주 헌법의 변경안에 대해 모든 투표자가 참여하는 투표 
1967 년 국민 투표에서 국민은 토착 원주민을 인구 조사에 포함하기로 투표하였다. 

대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 
나의 지방 의회 대표는 나의 의견을 좋아했고 지방 의회 회의에서 이를 제시했다. 

존중 

인격체로서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함 
에밀리는 불교 신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가족들이 존중해 주어 기뻤다. 

법치 

국민들과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구속된다. 
호주 수상을 포함하여, 호주의 모든 사람들은 법치 하에서 호주 법에 의해 구속된다. 

비밀 투표 

사람들이 사적으로 투표하는 투표 시스템, 아무도 특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음 
비밀 투표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의 투표용지 작성을 볼 수 없다. 

세속의 

종교와 구별된 
세속 사회에는 공식 종교가 없다. 

자립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 
직업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음식과 집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는 자립적이었다. 

Services Australia 
Medicare, Centrelink, Child Support 등을 통해 보건, 사회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정부 기관 
Services Australia 는 Centrelink 및 다른 서비스기관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설립하다 

건설하다, 설립하다, 출발하다 
필립 총독은 뉴사우스웨일즈에 첫 식민지를 설립했다. 

지역청 

지방 정부 지역 
내가 속한 지역청의 도로는 매우 안전하다. 

사회 보장 

실업자, 장애인, 노인과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수당 혹은 혜택 
트랭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녀는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해야 했다. 

국세청 (ATO) 호주 
호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 및 연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호주 정부 기관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매년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가치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 
호주는 공동의 가치들을 가지며, 이를 호주의 가치라고 한다. 

자원봉사자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 
라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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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정부와 법 
호주와 호주 국민 

1. 우리는 안작 데이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a. 제1차 세계대전 중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의 터키 갈리폴리 상륙 

b. 영국에서 온 최초 자유 정착민들의 도착 

c. 최초 함대의 시드니만 상륙 

2. 호주 원주민 기는 어떤 색깔들로 구성되는가? 

a. 검정색, 붉은색과 노란색 

b. 초록색, 흰색과 검은색 

c. 파란색, 희색과 초록색 

3. 연방정부 문장은 무엇인가? 

a. 국가 

b. 호주의 국화 

c. 연방정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호주의 공식 상징 

4. 1901 년 1월 1일에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a. 국민 투표에 의해 호주 헌법이 개정되었다 

b. 분리되어 있던 식민지들은 호주 연방 정부 (Commonwealth of Australia) 라는 주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c.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가 결성되었다 

5. 호주의 수도는 어디인가? 

a. 브리즈번 

b. 캔버라 

c. 퍼스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권리와 자유 

6. 다음 보기 중 언론의 자유의 예를 설명한 것은? 

a. 사람들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평화롭게 항의할 수 있다 

b. 남성과 여성은 법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c. 호주 국민은 어떤 종교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 

7. 다음 보기 중 호주의 정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a. 호주 정부는 일부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b. 호주 정부는 세속 정부이다 

c. 종교 법은 의회에 의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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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보기 중 호주에서 평등의 예를 설명한 것은? 

a. 모든 사람이 같은 종교를 따른다 

b. 남성과 여성은 호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c. 모든 사람이 같은 정당에 속한다 

9. 다음 보기 중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의 책임을 설명한 것은? 

a. 지방 의회의 회의 참석 

b. 연방 선거, 주 선거, 테리토리 선거에 투표하고, 국민 투표에 참여 

c. 현재 유효한 호주 여권 소지 

10. 다음 보기 중 여권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a. 호주 국민은 호주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b. 영주권자는 호주 여권을 소지할 수 있다 

c. 호주 국민은 호주에 귀국할 때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다 

호주 정부와 법 

11. 다음 보기 중 호주 선거 투표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a. 사람들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아무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b. 투표는 거수로 이루어진다 

c. 사람들은 투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12. 호주 정부를 위한 기본 법규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의 명칭은? 

a. 호주 연방 

b. 호주 연방정부 

c. 호주 헌법 

13. 국민 투표란 무엇인가? 

a. 정부를 바꾸기 위한 투표 

b. 호주 헌법을 바꾸기 위한 투표 

c. 수상을 바꾸기 위한 투표 

14.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을 가지는 정부 조직은? 

a. 입법 

b. 행정 

c. 사법 

15. 다음 보기 중 총독의 역할은? 

a. 주 수상 임명 

b. 호주 의회가 법으로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서명한다 

c. 국가수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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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가치 

16. 다음 보기 중 언론의 자유에 관한 호주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진술은 ? 

a.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누구나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b.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 

c. 승인된 주제만 논의될 수 있다 

17. 호주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a. 호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 

b. 호주에서는 어떤 특정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기대가 없다 

c. 예, 영어는 호주의 국가 언어이며 , 영어 사용 능력은 교육과 취업에 도움이 되며 , 지역사회에 융합될 수 있게 해준다 

18. 호주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가 ? 

a. 예, 폭력을 실제로 행사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b. 아니요 , 호주의 가치와 법에 위배된다 

c.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는 때때로 가능함 

19. 이견이 있을지라도 , 사람들은 서로를 용인해야 하는가 ? 

a. 타인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b. 아니요 , 사람들이 의견에 동의할 때에만 그들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 

c. 예, 평화로운 이견은 상호 존중과 관련된 호주의 가치를 반영한다 

20. 다음 보기 중 호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보여주는 예는 무엇인가 ? 

a. 자원봉사 혹은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활동은 우리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이다 

b.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안된다 

c. 호주는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서는 안된다 

정답 

1a, 2a, 3c, 4b, 5b, 6a, 7b, 8b, 9b, 10a, 11a, 12c, 13b, 14c, 15b, 16a, 17c, 18b, 19c,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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