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요약판 

개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 국가 이자,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화의 

본고장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민주주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전세계 생물다양성의 70%를 차지하는 생물다양성 

부국 (mega-diversity) 17 개국 중  하나입니다. 북부 열대 우림에서 중앙의 붉은 사막과 

남동부의 설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생물 다양성 10%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2019 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글로벌 거주성 지수(Global 

Liveability Index) 발표에서호주의 3 개 도시(멜버른, 시드니, 애들레이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 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날 호주는 가장 성공한 다문화 국가 중 하나로 세계적인 요리 문화와 다양성에서 

비롯된 역동적인 창조부문을 자랑합니다. 스포츠와 광활한 야외 활동에 대한 호주인의 

열정만큼이나  연구, 디자인, 혁신 및 과학분야에서 그 우수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60,000 년 이상 동안 이 땅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착민들의 그들에 대한  초기 처우는 갈등과 학대였습니다.  

1960 년대 이후 호주 정부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과 함께 화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매년 7 월 NAIDOC 주간 행사를 통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역사, 문화 및 업적을 기념합니다. 2008 년 호주 의회는 호주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과거의 학대와 부당함을 사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788 년부터 영국은 호주에 죄수 유배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자유정착민들이 

따라 이주하면서 그 수가 죄수들을 넘어서면서 1830 년대에 이르러서는 남호주에 자유 

정착민들로만 이루어진 식민지가 세워졌습니다. 1850 년대에 금이 발견되고 그 뒤를 

이은 골드러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호주로 불러모았습니다. 1901 년, 호주는 

영연방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5 년 호주는 유엔 창립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1947 년 이래로 65,000 명 이상의 호주인이 전 세계 50 여개 이상의 평화와 안보 작전에 

복무하였습니다. 

호주 거주 인구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약 45%는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에서 부터 거의 

200 개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 까지,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2,50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주인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동서로 광활하게 4,000 킬로미터(2,485 마일)가량 뻗어 있는데, 이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와 대략 비슷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개방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2019 년 기준 호주는 

세계 14 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관광산업은 호주의 가장 큰 수출 산업 중 하나로 2018-19 년에 호주를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지출한 비용이 446 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 규모는  

666,000 명 이상에 달합니다. 호주는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COVID-19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위기가 직전까지, 호주 경제는 28 년 연속 호황을 기록하며 견고함과 

다양성을 지속해왔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기에, 호주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19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지역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태평양 국가들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호주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는 호주의 

태평양 가족, 가까운 이웃, 미국 동맹, 그리고  주요 전략 및 무역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호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태평양 스텝업(Pacific Step-up)은 경제 성장, 

회복력 구축 및 지역 안정성 향상을 돕기 위해 호주의 역내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부터 국가들이 회복해 감에 따라 호주의 

관심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있습니다. 

호주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안전, 리더십을 우선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코로나-19 가 발생하기 전인 2020 년 1 월 기준 

6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주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 년 실시된   

평등결혼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2023 년 세계 



최초 마디그라 퍼레이드(Mardi Gras Parade) 45 주년과 호주 게이 프라이드 

주간(Australian Gay Pride Week) 50 주년을 기념하여 시드니에서 월드 프라이드(World 

Pride)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 명의 호주인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으며, 그 중 절반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입니다. 

혁신을 통해 호주의 기업, 과학 및 연구 부문과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정부의 우선 순위입니다. 글로벌 과제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는 

역동적인 연구계 함께 , 비즈니스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성공을 위한 스마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국가 혁신 및 과학 의제 (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기술 준비성 부문에서 1 위, 글로벌 기업가 정신 

부문에서 5 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남극권의 선도국으로,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 보호 구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역할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약  80 명의 과학자와 지원 인력이  호주 남극 기지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하절기에는 상주 인원이 200 명으로 증가합니다. 

호주는 저배출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국으로, 글러벌 탄소중립(net-zero)-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을 방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는 수소 생산 및 수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있으며, 세계 최고의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수준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구축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FTA) 네트워크, 아시아와의 굳건한 비즈니스 및 문화적 유대, 유럽 및 

북미와의 오랜 무역, 투자 , 연구 링크를 통해 호주 경제는 성장해왔습니다. 호주 직업의 

20%는 무역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9-20 년 호주 교역 10 대국은  는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 독일과 및 말레이시아였습니다. 

호주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개발 원조를 

지원합니다. 2019-20 년에  태평양도서국대상  14 억 달러 지원을 포함하여  총 40 억 

달러의 개발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교육은 호주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 년유학생들에게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유학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호주는 

1,100 개 이상의 기관과 22,000 개 이상의 강좌를 통해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 



옵션을 제공합니다. 호주 대학의 절반 이상이 타임즈 (The Times)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2019)에 등재되어 있으며, 6 개 대학이 100 위 안에 들었습니다.  

'Australian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신진 지도자들이 호주 와 역내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문, 연구 및 전문적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주 

대학생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40 여 곳에서 공부하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New Columbo Plan(NCP)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고의  세련된 창작 분야를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문화 기관의 

본거지입니다. 예술과 공연을 통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예술가들은 그들의 

역동적인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호주의 활기차고 다양한 공연 예술 부문은  

호주 국내 및 외국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인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스포츠에도 열광합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을 즐기며, 전국의 

스포츠 활동에서 남녀 대표성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2 년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며 2023 년에는 세계 최대의 여성 스포츠 행사인 FIFA 여자 

월드컵을 뉴질랜드와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여자 월드컵이 

개최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여성 스포츠의 지속적인 유산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호주 시민이 아닌 경우 호주를 여행하거나 경유하기 전에 비자가 필요합니다. 호주는 

엄격한 생물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들이 유입되면 국가에 상당한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연구 및 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호주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해주는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호주 가정에서는 300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5 개 언어(영어 제외)는 북경어, 아랍어, 광둥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입니다. 

Great Southern Land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ustralia in Brief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정부 외교통상부 (dfat.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