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Research Center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www.srcentre.com.au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800 

023 040 번으로 전화하거나 voices@srcentre.com.au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소속 기관:  

 

 
 

 

 

 

 

 

 

 

 

 

 

 

주요 연구 결과 요약본  

2021 년 7 월  
Scanlon Foundation Research Institute 와 Monash University 의 

연구원들은 Voice of Australia 연구에 참여해 주신 호주인 817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설문은 2021 년 상반기에 Social 

Research Centre 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성별 

54% 여성 45% 남성 

설문조사 응답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소수(1%)의 논바이너리 또는 젠더플루이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1 세대 호주인(특정 해외 국가에서 출생)과 2 세대 호주인(적어도 한 쪽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이 있었으나 더 많은 

수의 응답자가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도 해외 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기타'). 

다음은 Voice of Australia 설문에서 선별된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색 음영 처리된 결과는 '확실하지 않음', '말하고 싶지 않음' 또는 '어느 쪽도 아님' 등의 응답을 

반영합니다. 

나이 

18~34 세 35~54 세 55 세 이상 

25% 35% 40% 

세대 
1 세대  

  30% 

2 세대  

9% 

기타   

61% 

Voice of Australia 설문에는 이미 전에 받았던 질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결과를 또 다른 

중요 전국 설문조사와 비교하려면 가장 최근의 사회적 결속력 분포도 설문조사(Mapping Social 

Cohesion Survey)에 대한 보고서 전문을 www.scanloninstitute.org.au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문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동의 동의 강하게 반대 반대 

다문화주의는 호주에 유익한 역할을 해왔다. 

다른 여러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호주는 더 강력한 

국가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호주식 생활 방식과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날 호주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호주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의 땅이다. 

호주의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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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행했다. - 3% 

매우 행복했다. - 11% 

행복했다. - 66% 

불행했다. - 19% 

지난 1 년간 귀하는...? 

매우 비관적이다. - 3% 

매우 낙관적이다. - 15% 

낙관적이다. - 62% 

비관적이다. - 19% 

일반적으로, 귀하는 호주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다소 나빠질 것이다. - 14% 

훨씬 나아질 것이다. - 7% 

다소 나아질 것이다. - 41% 

지금과 같을 것이다. - 36% 

3, 4 년이 지난 후 호주에서 귀하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나빠질 것이다. - 2% 

http://www.srcentre.com.au/
mailto:voices@srcentre.com.au
https://scanloninstitute.org.au/
http://www.scanloninstitute.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