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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해외에서의 입국자 대상으로 COVID-19 검역 절차 폐지
비행 전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확인 전제... NSW 주로 입국시 격리 면제
광역시드니에서 지방 지역으로의 휴가 여행 허용은 11월 1일로 다시 연기돼

오는 11월 1일부터 NSW 주로 입국하는 국
제 여행자 또는 호주로 귀국하는 시민(영주
비자 소지자 포함)들에 대한 검역 과정이 폐
지된다. 사진은 주 정부의 이 계획을 발표하
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오는 11월 1일부터 NSW
주는 해외에서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검역
절차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
난 10월 15일(금) ABC 방
송 보도에 따르면, 다만 이
조치는 항공기 탑승 전
COVID-19 여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로써 예방접종을 완료
하고 감염 검사에서도 음성
임이 확인된 국제 여행자 또
는 귀국하는 호주 시민(영주

비자 소지자 포함)은 NSW
로 입국하는 경우 현재 시행
되는 2주간의 호텔 검역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미닉 페로테
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총리는 “우리
(NSW 주)는 11월 1일부터
시드니와 NSW 주를 전 세
계에 개방할 것”이라며 “
전 세계 사람들과 다시 만나
게 될 때 모든 이들을 (코로
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
게 보호하고자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
했다.
NSW 주의 이 같은 계획
발표는 제한 조치 완화 1단
계 계획을 적용한 이후 지속
적으로 감염자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심각한 상태의 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다. 주 정부가
‘검역 폐지’를 발표하던

날, NSW 주 전역의 병원에
서 입원 치료를 받는 이들은
677명이며 이 가운데 145
명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
로 집계됐다.
앞서 NSW 주 보건부는
팬데믹 모델링을 통해 “10
월은 COVID-19 감염자 입
원 및 집중치료를 필요로 하
는 환자 수에서 최악의 한
달이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10월 1일 이후
이날(10월 15일)까지 NSW
전역의 병원에 입원한
COVID-19 감염 환자는
1,055명에서 677명으로 감
소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이달 초 210명에서
14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NSW 주의 제한
규정 완화 1단계기 시작된
지난 10월 11일(월)을
‘Freedom Day’로 표현
했던 페로테트 주 총리는 “

공공보건 명령 완화로 예상
되는 감염자 급증 사례가 최
대 2주 동안은 나타나지 않
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시 거
리로 나오거나 각 업소에 모
이는 이들 사이에서의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이 2주 후
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우려이다.
한편 최근 광역시드니와
NSW 주 지방 지역 여행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다음 날
이를 번복했던 폴 툴(Paul
Toole) 주 부총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여행을 재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
월 7일 툴 부총리는 지방 지
역으로의 여행을 COVID19 예방접종률 80% 도달시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
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일부 지
방지역의 낮은 백신접종 비

율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면
서 지연됐다.
툴 부총리는 “지방 지역
으로의 휴가 여행이나 가족
상봉을 계획했던 광역시드
니(Blue Mountains,
Wollongong, Shellharbour,
Central Coast 포함) 거주민
들로서는 이번 주 정부의 결
정이 당혹스러울 것임을 이
해한다”면서 “쉬운 결정
은 아니지만 주 정부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툴 부총리는 “11월
1일은 더 이상 변경 없이
NSW 주 지방 지역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확고한 날
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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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의 국제여행자 검역 폐지... Here's what you need to know
자가격리 시범 실시 '효과적', 출발지 국가 무관하나 호주 승인 백신 접종 받아야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행 초기에는 호주 시민,
영주비자 소지자 및 그 가
족들이 시드니를 통해 검역
절차 없이 여행할 수 있다.

NSW 주는 해외 체류 호주 시민(영주비자 소지자 포함)의 귀국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NSW 주 입국자에 대해 검역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백신접종을 받
은 상태에서 11월 1일 이전에 호주에 입국해 호텔 검역 중인 호주 시민은 이날(11월 1일)부터
남은 기간을 호텔이 있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뒤 호텔 검역을 위해 버스
탑승을 준비하는 한 여행자.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NSW 주 도미닉 페로테
트(Dominic Perrottet) 정
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
태 이후 해외에서 호주로
돌아오지 못한 호주 시민(
영주비자 소지자 포함)들의

귀국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
터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2주간의
호텔 검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NSW 주는
검역 요건을 해제하는 호주
의 첫 번째 주(State)가 된
다.

▲ 입국하기 전 해야 할 일은
= 14일간의 격리 절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호텔 검
역 수용 능력이 크게 줄어
듦으로써 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만 해당
되며 두 차례의 백신을 투
여받은 경우에는 검역 과정
을 거치지 않게 된다.
2주간의 검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
해야 함은 물론 어느 국가
에서 출발하든 가장 일반적
인 COVID-19 감염 검사
인 PCR 검사에서 ‘음
성’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호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전 백신접종 완료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백신을 접종받았다
고 해서 모든 백신이 동일
하게 간주되는 것은 아니
며,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인 TGA에서 승인한 백신
을 투여받은 이들에게만 해
당된다. NSW 주 정부는 검
역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
는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
다는 방침이다.
▲ 현재의 검역 조치는= 지
난해 팬데믹이 시작된 후,
NSW 주는 해외에서 귀국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도
착하는 곳이었다. 오는 11
월 1일부터 NSW 주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
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한
주(week)에 210명만 입국
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두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입국

수에 제한이 없다.
스튜어트 에어스(Stuart
Ayres) 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업무 또는 휴
가차 호주로 돌아오는 이들
중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
들을 우선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일 이전에 입국하
여 호텔 검역 중에 있는 이
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
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
태에서 11월 1일 이전, 해
외에서 NSW 주로 입국한
이들의 경우 현재 호텔 검
역 중에 있더라도 11월 1일
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
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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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제공
호주 국경제한 완화 계획에 따라... 기존 백신접종 증명서와 유사한 방식 작동
외국 입국시 스캔 가능토록 QR 코드 추가, ‘myGov’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방정부의 호주 국경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을 위해 QR 코드가 삽입
된 해외여행용 백신접종 증명서(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가 제공된
다. 사진 : Federal Government

11월부터 국경제한 완화
를 발표한 연방정부가 이 계
획에 따라 10월 19일(화)부
터 해외여행을 위한 새로운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공하
기 시작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는
국내에서 활용되는 기존 백
신접종 증명서와 유사한 방
식으로
작동되며,
’myGov‘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외 입국시 국경관
리 담당자가 스캔할 수 있도
록 QR 코드를 추가했다.

연방 고용부 스튜어트 로
버트(Stuart Robert) 장관은
“해외여행시 해당 국가에
서 COVID-19 예방접종 상
태를 요구할 경우 증명서 사
본을 받게 될 것”이라며 “
물론 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고 말
했다.
이달 초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백신접종
을 완료한 이들의 경우 11월
초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
다. 이 해외여행용 백신접종
증명 문서는 여행자의 여권
과 연결되어 있으며,
‘myGov’ 사이트의
‘Medicare’에 연결해 증
명서를 받고자 할 때 여권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요청자에
게 증명서가 전송되는데, 이

를 인쇄하거나 스마크폰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여행용 백신접종 증명
서 발급을 맡고 있는 로버트
장관은 “여행을 원하는 호
주 시민들은 이 새로운 절차
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
다”며 여행 목적지 국가에
서 여행자가 누구인지를 증
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한
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QR 코드가 내장된
이 증명서가 기존 여권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용으로 제공되는 예방
접종 증명서보다 높은 수준
의 암호화를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이다.
외국인이 호주에서 예방접
종을 받은 경우에도 호주에
서 발급되는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해외에
서 NSW 주로 입국하는 여
행자들에게 백신접종 완료
를 전제로 검역 절차를 면제
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장
관은 접종증명서 발급 시스
템이 지난 몇 주 동안 철저
히 테스트되었다고 강조했
다.
이어 장관은 “지난 5월
국 제 민 간 항 공 기 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이 표준을 통합함에 따라 호
주는 이 표준을 적용하는 최
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he Korean Herald
22nd October 2021

A8

김성호 변호사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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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l Poppy
팬데믹(Pandemic)이란 전염병
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현상을
가르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없는 영어단어다. 팬
데믹의 한단계 아래 전염병 유행
은 에피데믹 (Epidemic) 이라고
부르는데 한정된 인구에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가르킨
다. 콜레라, 결핵이 그렇고 에이
즈가 그런데 가끔 Silent
Epidemic 이라는 표현으로 사회
적 현상을 지적하곤 한다. 무언으
로, 침묵속에, 조용하게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며 사회학자들이 신문
기자들이 정치가들이, 사회운동가
들이 증가하는 당뇨병, 우울증, 독
거노인, 비행 청소년들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호주에서 범람하고 있는 Silent
Epidemic중 하나가 마약이다. 시
드니, 멜번, 본다이, 파라마타 지
역과 사회계층 상관없이 ‘Stain
on our Community’ (우리사회

의 오점)으로 심각한 문제다. 마
약이란 Illicit Drugs(불법 약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Heroin은 특히 중독성이 심해 소
위 hard drug 으로 분류된다. 이
약물은 Opium Poppy Plant 에서
축출되며 아편과 모르핀도 이 식
물에서 나온다. 청나라의 수치 아
편전쟁 이름에 붙혀진 약물이기도
하다. Opium Poppy (양귀비)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Poppy류과
식물이다.
호주영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Tall Poppy Syndrome이라는 문
구를 종종 접할수가 있는데 넓은
평야에서 자라는 모든 poppy식물
은 동일한 속도와 키로 자라야 하
기에 만일 한 그루가 유달리 크다
면 균일성을 유지위해 잘라야 한
다는 생각이며 표현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출중한
인물의 성공과 업적은 험담과 야
유의 대상이 되고마는 것이다. 뛰

어나게 크지않는 모두가 도토리가
되는것이다. 호주에서 일상화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어 표현이
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배가 아
프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개념
인지 모르겠으나 돌아가신 어머니
께서는 ‘배아프면 출세해’ 라고
하셨다. 이것도 비슷한 기념일까?
최근 영국에 사는 미국인 정치평
론가가 신문지상에서 Resentment
정치와 Revenge 정치에 대해서
언급한적이 있다. Resentment 는
분노, 분개이고 Revenge 는 복수
이다. 분노란 ‘남이 나보다 잘나
간다’는 배아픔이고 복수란 ‘(
나보다 잘나가는) 남을 끌어내려
야겠다’는 앙심이다. 트럼프 이
후 미국에서는 복수정치가 판을
치면서 미국사회 전체의 위상은
물론 국가로서 추락을 피할수 없
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복수정치의 출현을 Social Media

의 탓으로 돌렸다. 한국에서는
SNS 라고 표현한다. 트럼프가 선
호하던 트위터, 정치가들이 수없
이 드나드는 Facebook, 위챗 등
등 점잖치 못한 정치가, 연예인들
의 선동으로 사생활은 물론 예의
범절도 흙탕물에 빠지게된 형편이
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반동(반작
용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일까?
근간 명예훼손 소송들이 신문지상
을 장식하고 있음에 변호사들이
굶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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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비자 취소’ 권한 강화를 위한 ‘인성검사’ 법안, 재도입 추진
호주 이민 신청자의 ‘성격’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 거부 또는 취소 재량권 모색
2019년 상원에서 부결... 현재 정부의 비자취소 권한은 ‘12개월 이상 징역형’에만

연방정부가 이민 신청자의 ‘성격’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강
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구 유권자
모임에서의 호크(Alex Hawke) 이민부 장관.
사진 : Alex Hawke 의원 사무실에서 업로드
한 유투브 동영상 캡쳐

11월부터 국경제한 완화
연방정부가 이민 신청자의
‘성격’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화)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범죄
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거
나 취소할 수 있는 이민 심
사에서의 인성 또는 성격 검
사인 ‘character test’를
강화하는 수정 법안이 곧 상
원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

인다.
이민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의 법안은 지난 2019년 스
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에서 상원의회 통과를
시도했으나 노동당 소속 상
원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
해 부결된 바 있다.
수정안은 폭력 또는 성폭
행 범죄와 같이 최소 2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지정된 범죄’(designated
offence)로 유죄 판결을 받
은 비호주시민의 경우 형량
에 관계 없이 정부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가 비자를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하
다.
정부는 이번 수정 법안과
관련해 비자가 취소되어야
하는 이들이 유죄 탄원으로
징역형을 삭감받거나 의무

적인 비자 취소 기준을 피하
고자 형량을 감해준 판결 등
의 조치로 호주에 합법적으
로 체류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연방 이민부 알렉스 호크
(Alex Hawke) 장관은 “현
행법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 호주에 합법
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크 장관은 2년 전
상원에서 노동당 의원들의
반대를 의식, “앤서니 알바
니스
대표(Anthony
Albanese. 현 호주 노동당
당대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 새로운 법안을 지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
으면 모든 호주인들에게 (노
동당이) 왜 반대하는지를 설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정부가 제
안한 이 수정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만 야당(노동당) 내각의 이
민부를 담당하는 크리스티
나
케닐리(Kristina
Keneally) 의원은 예전에 낮
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의도치 않게 이 법에
의해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자신다 아던
(Jacinda Ardern) 총리도 이
법을 적용해 NZ 시민이 호
주에서 추방되는 것을 중단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케닐리 의원은 (만약 수정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더
라도) 이전에 저지른 범죄까
지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서 삭세하고 또 뉴질
랜드 시민에 대한 추가 고려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편 정부는 이 법안
이 통과되면, 정부 결정(비
자취소나 거부 등)에 항소하
는 경우 정부가 쉽게 패소하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현재 이민부 장
관 또는 장관 대리인은 ‘성
격’ 또는 ‘인성’을 이유
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자
는 이에 항소할 수 있다.
과거, 피터 더튼(Peter
Dutton) 내무부 장관은 2살
때부터 호주에서 살았던 살
인범 프레드릭 체큐티
(Frederick Chetcuti)를 추방
하려 했으나 이 결정은 법원
에서 번복된 바 있다.
더튼 전 내무부 장관은 73
세 몰타 남성의 비자를 취소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
지만 해당자가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법원은 ‘당시 장
관이 이 사건을 11분 이상
검토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 결
정을 번복시켰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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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전 재호주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정책자문위원’ 재위촉
2019년 이어 두 번째... 재외동포 체육계 인사로는 첫 사례이자 ‘유일’

제40대 대한체육회에 이어 41대 대한체육
회 정책자문회 위원으로 재위촉된 강대원 전
재호주대한체육회 회장.

호주 한인사회 체육계 인
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9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장책자문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강
대원 전 재호주대한체육회
장이 올해 새로 구성된 자
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됐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이기
흥 회장 체제의 2기 정책자
문위원회 선정을 마무리하
고 1기 위원에 비해 약 절
반으로 축소한 새 자문위원
을 위촉했다. 이 가운데 해
외 체육계인사로는 강 전
회장인 1기에 이어 임기 2
년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게
됐다.
‘정책 자문위원회’는
지난 2016년 기존 대한체
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뒤 첫 회장으로 당
선된 이기흥 회장이 스포츠
전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별도 기구
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입
안 및 제안, 자문을 담당하
는 중요한 위원회로 꼽힌
다.
이 회장은 출범 후 한국스

포츠의 혁신과 비전제시 등
을 이끌 미래위원회체육회
통합 산하 기구로 스포츠정
책연구센터(센터장 김승곤
전문위원)를 설립하고 정책
자문위를 구성, 개혁을 추
진해 왔다.
제40대에 이어 41대 회장
선거에 재출마한 이기흥 회
장이 무난하게 연임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체육계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각 가맹
단체 및 한국 생활체육계
전반에서 폭넓게 지지를 받
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출범한 제40대 대
한체육회가 2년 뒤인 2019
년 7월 발족시킨 정책자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2
기 자문위 위촉은 지난 6월
마무리됐으나 코로나 바이
러스 사태 등으로 위촉장
수여는 최근 이루어졌다.

2년 전에 이어 강 전 회장
의 두 번째 자문위원 위촉
에는 ▲모국 스포츠 발전 헌신
(코알라장학회 운영,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
치위원회 해외 홍보대사,
한국 스포츠 호주 전지훈련
및 호주 방문 체육계 인사
지원, 88 서울올림픽 호주
지역 후원회 활동) ▲한-호
스포츠 교류 및 한국 스포츠 위
상 제고(2006년 독일 월드
텁 당시 호주 공영 SBS 방
송 스포츠 편성계획 변경,
동포 탁구인 발굴 및 호주
대표팀 감독 육성, 호주 ‘
소수민족 스포츠 대회’ 주
관 및 한국 민속놀이의 스
포츠 접목), ▲호주 한인 동포
사회 스포츠 기틀 마련(동포
사회 최초 축구팀 운영, 시
드니한인회 체육분과 초대
위원 봉사, 2000년시드니

올림픽(2000년) 한호후원
회 조직위원장 헌신), ▲호
주 한인 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동포사회 스포츠맨십 전파(한
인 동포사회 스포츠맨십 확
산 활동, 전국체전 해외동
포 공식 종목 확대 공로) 등
호주 한인사회 스포츠 발전
활동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
졌다.
강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
의 자문위원 재위촉과 관
련, “지난 2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기흥 회장이 추
진하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개혁 작업에 힘이 되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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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한국교육원,
호주 3개 주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한인 차세대들이 보는 법률정치 분야 비전과 제안은...

QLD-SA-WA 주 4개 시험장서... 시드니-멜번-캔버라 지역은 취소

시드니한인회, 10월 28일 ‘한인 차세대 비전 포럼’ 개최

호주에서는 시드니한

올해 호주에서 예정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
었으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으로 퀸즐랜드
와 남부호주 및 서부호주 4개 시험장에서만
치러졌다. 사진인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브
리즈번(Brisbane, Queensland) 시험장.

국교육원이 진행하는 한
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제78회)이 지난
10월 16일(토) 호주 3개
주(퀸즐랜드, 남부호주
및 서부호주)에서 치러졌
다.
‘TOPIK’은 재외동
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와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위해 매년 한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
서 주관하는 공인시험으
로, 호주에서는 시드니한
국교육원이 시행하고 있
다.
올해 시험애는 총 426
명이 응시해 애초 6개 주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델
타’(Delta) 변이 바이러
스 감염자 확산으로 시드
니와 멜번 및 캔버라 지
역 시험은 취소되었으며
94명이 응시한 가운데 브
리즈번(Brisbane), 애들
레이드(Adelaide), 퍼스
(Perth)에서만 시험이 진
행됐다.
시드니교육원 측은 각
시험장 진행자를 대상으
로 호주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교육
을 실시했으며 시험 당일
에도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반 물품을 사전에 제공
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시험
의 난이도에 따라 TOPIK

I(1-2급)과 TOPIK
II(3-6급)로 나누어 시행
하며 절대평가 방식이다.
한편 시드니한국교육원
에서는 호주내 한국어능
력시험 준비생들을 지원
하기 위해 각 수준별
(TOPIK I, TOPIK II-1,
TOPIK II-2)로 구분,
TOPIK 시험 준비반을 연
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auskec.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오는
11월 25일(목) 발표할 예
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
kr)에서 응시자가 직접
성적 확인이 가능하며 시
험 성적은 결과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하다.

기사제공 / 주시드니한국교육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인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33대 시드니한인회(회장
강흥원)가 준비한 첫 번째 ‘차세
대 비전 포럼’이 오는 10월 28
일(목) 개최된다.
‘법률 및 정치’ 부문에서 마
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NSW 주
검사를 역임한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소속)와 오는 12
월 NSW 주 지방의회 선거에 출
마(Ryde 자유당)하는 한정태 후
보가 각각 ‘주류사회에서의 한
인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 방안’
및 ‘한인 차세대 정계 진출의 의
미와 역할’에 대한 주제를 발표
하며, 지난 2019년 NSW 주 선거
에서 어번 지역구 자유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던 강 크리스티나씨
가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차
세대 정치인사 배출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시드
니한인회는 차세대 청년 활동 지
원을 핵심 추진사업의 하나로 약
속한 바 있다. 이번 비전포럼은
그 일환으로, 한인회는 법률-정
치 분야에 이어 비즈니스-문화-

노동-사회단체 등 각 영역으로
확대해 한인 젊은이들의 비전을
한인사회가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
다.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
해 시드니 한인 커뮤니티의 각 단
체 및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이 후원하는 이번 차세대 비전 포
럼과 관련, 강흥원 한인회장은 “
주류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젊은이들은 향후 한
인 커뮤니티는 물론 민간 차원의
호주-한국간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
원, 육성하는 것은 한인사회 공동
의 몫이라 본다”면서 시드니는
물론 각 도시 한인 동포들의 관심
과 참석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7시
-장소 : Zoom 플랫폼(Meeting ID
875 9038 1621, Passcode
/ 1234)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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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해외에서의 입국자 대상으
로 COVID-19 검역 절차 폐지·· A3

NSW 주의 국제여행자 검역
폐지…… A4면

호주 국경 다시 열린다지만... 국제학생들,
“호주로 돌아갈 매력 잃었다”
특정 인종 혐오 두려움-일자리 경쟁-임대료 등 높아진 호주 거주비용 등 '우려'
유학생들, 장기화된 호주 국경 폐쇄에 북미-유럽 국가 대학들로 발길 돌리기도
의 직업 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호주의 각 대학들은 많은
부분에서 대학 예산을 삭감했고, 박사학위 소
지자들에게 맡기던 강의 시간도 크게 줄인 상
태이다.
또 다른 ‘문화 쇼크’ 우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호주 국경을 폐쇄했던 연방정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다시 개방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호주의 각 대학에서 공부
하던 국제학생들 가운데는 “호주 유학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반응도 있다. 사진은 ‘호주 베트남유학생회’ 회의의 한 장면.
사진 : Vietnamese Students in Australia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고 연
방정부가 호주 국경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
서 팬데믹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갔던 국제 학생들이 다시 호주의
각 대학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자국으로 돌
아간 뒤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해야 했던 이들
은 대략 6만 여 명에 이른다. 호주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학업을 재개하거나 또는 호주에
서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해외 학생들
이 호주로 입국하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바이러스 상황 중에 호주에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런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NSW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인도 유학생 라디카 기아니(Radhika Gyani)는
전염병 사태 후 자국으로 돌아간 뒤 1년 넘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러면서 다
시 호주로 돌아가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온라인 학습은 너무 기계 중심적이
어서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듣는 인간적 교
류가 그립다”면서도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걱정은 다시 증가한 국제 학생들을
보는 호주 현지인들의 시선이 어떨까 하는 점
이다. 특히 어느 국가나 마친가지겠지만, 2년
가까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봉쇄와 경제 침
체, 실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은 상황이어서
현지인들이 국제 학생들을 얼마나 환영할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이다.
기아니의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녀는
각국 사람들의 호주 입국 개시가 시드니에서
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녀의 경제적 능력
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
다. 사실 지난해 초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호주에 체류하던 장단기 취업자나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시드니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임대료는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쉽게 얻기 힘들
수 있다.
파키스탄 유학생으로 법학 박사 과정에 있는
소냐 카디르(Sonia Qadir)는 학업을 마친 후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 재적 중인 유학생 안 도(An Do)
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면 두 번째 문화 쇼크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팬데믹 이
후 거의 2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호주에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 의사소
통이나 강의 이해가 어려워 처음부터 다시 영
어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는 이어 “바이러스 발병은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돌려놓았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더
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수업이 불가능해졌
던 것은 카디르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
다. 그녀는 “대면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학자로서 지식을 쌓고 성장하는 데 있어 정말
로 중요하고 필요한 학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게 그녀의 하소연이
다.
호주가 국경 폐쇄를 결정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녀는 박사학위 과정 대부분을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했다.
카디르는 “담당 교수 외에 다른 교수진이나
관련 분야 학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네트워킹
을 구축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19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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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립대학교(ANU)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유학생 안 도(An Do). 그는 다시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진 : An Do

▶18면에서 이어받음

원격 강의의 문제
호주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유학
생 커뮤니티의 리더인 빈 응엔
(Binh Nguyen)은 “많은 학생들
이 원격 학습에 대한 우려를 제기
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납부하
는 학비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의
질은 대면 강의보다 낮은 수준이
어서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은 없
다”는 것이다.
유학생 일각에서의 이 같은 지
적에 대해 NSW 주 각 대학 부총
장 모임인 ‘NSW ViceChancellors Committee’의 바
니 글로버(Barney Glover) 부총
장(웨스턴 시드니대학교)은 “수
천 명의 국제 학생들이 온라인으
로 강의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호주 고등교육에 관심
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버 부총장은 이어 “각 대
학에 재적 중인 국제 학생들은 그
에 따른 학비를 지불하고 있고 어

떤 경우에는 호주에서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할인된 비용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응엔은 “많은 베트남 유
학생 부모들은 전염병 사태 초기,
호주 유학 베트남 학생들이 호주
정부의 충분힌 지원을 받지 못했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
이런 점 때문에 베트남 학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를 다시 호주로 보
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도 있
다”고 말했다.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행위도 우려
호주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공부
하던 국제학생들이 다시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에 주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이러스 사태
로 다시 드러난 인종차별 문제, 특
정 국가 출신들에 대한 현지인들
의 혐오적 행위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중 여러 베트남 학
생들이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특
정 국가 출신들에 대해 불만을 가
진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인 행동

호주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파키스탄 유학생 소냐 카디르(Sonia Qadir). 그녀는 "팬데믹으로 인해
박사 과정 대부분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했다"며 "대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분야 학자들
과의 교류나 네트워킹 구축 기회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사진 : Sonia Qadir

과 이의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아
시안으로 보이는 이들이 있을 때
보란 듯 안면 마스크를 꺼내 착용
하는 행동 등이 그것이다.
해외 유학생의 호주 유치 업무
를 하고 있는 에이전트 두이 매튜
스(Duy Matthews)는 “호주 유학
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많은 베트
남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되고 있
다”며 “베트남의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호주의 (인종) 차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
다”고 우려했다.
자오 리(Zhao Li)는 시드니공과
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에서 커머스
(commerce) 학사학위를 계획했
지만 현재 호주와 중국간의 관계
를 감안할 때 호주에서 친구를 사
귀는 데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 언론들은 호주가
중국에 적대적이라 전하고 있다”
면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
만 호주에서 공부할 경우 동료들
이 나를 비난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19

Student Services’의 매튜스 에
이전트는 “현재 호주 각 대학에
등록하는 국제 학생 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캐나다나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호주 각 대학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웨스턴 시드
니대학교 글로버 부총장은 “호주
의 국경 폐쇄가 연장되면서 호주
에서 공부하거나 유학을 계획했던
많은 국제 학생들이 북미나 유럽
의 대학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
했다.
글로버 부총장은 이어 각국 학
생들을 호주 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한 ‘NSW 파일럿 프로그
램’(NSW pilot program)을 언
급하면서 “주요 국가간 국제 학
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상당
히 치열하다”고 말했다.

유학업계, “팬데믹 이후
호주유학 신청 학생 감소”
주로 동남아 유학생 유치 활동
을 하는 ‘Australian Vis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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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 ‘Service NSW'에 통합 가능
NSW 주 서비스부 밝혀... COVID-19 예방접종 상태 제시 및 확인 편의성 높여

COVID-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공
공보건 명령을 완화한 NSW 주 정부가 접종
상태를 제시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접종 증명서를 Service NSW 앱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시드니에 있는
Service NSW 사무소 중 하나.
사진 : Service NSW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코
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한
규정을 완화한 NSW 주 정
부가 디지털 백신접종증명
서를 ‘Service NSW’ 앱
(app)에서도 제시할 수 있
도록 통합했다.
NSW 주 정부 서비스부는
지난 10월 15일(금) 보도자
료를 통해 이 프로그램으로
NSW 주 전역의 거주민들
은 이날부터 디지털 예방접
종 증명서를 Service NSW
앱에 통합할 수 있다고 밝
혔다.
NSW 서비스부의 빅터 도

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NSW 주의 예방
접종 비율이 80%에 가까워
짐으로써 공공보건 명령을
더 완화하는 과정에서 백신
증명서를 Service NSW 앱
에 통합하게 되면 각 업소
는 물론 이용자 또한 보다
수월하게 접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이는
NSW 주의 각 스몰 비즈니
스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NSW 주는 호주에
서 예방접종 상태를 표시하
는 통합 QR 코드 시스템을
선보인 최초이 주(State)”
라면서 “고객이 특정 업소
를 방문하는 경우 녹색 체
크인 표시와 예방접종 상태
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
해당 업소 직원은 물론 고
객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이어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를
Service NSW 앱에 통합하
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사항

이지만 백신접종 완료를 증
명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
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이번 통합 시스
템을 선보이기 전, 포트 매
콰리(Port Macquarie), 탐워
스(Tamworth), 와가와가
(Wagga Wagga), 리스모어
(Lismore) 등 지방 지역에
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용했
으며,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NSW 주 전역에 이 시
스템을 배포한 것이다.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
를 Service NSW 앱에 통합
하려면 먼저 △연방정부의
‘myGov’ 앱 계정이 메
디케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고 △‘Express
Plus Medicare’ 앱을 다운
로드 하여 myGov 앱 계정
의 세부 정보에 로그인 한
뒤 △예방접종 증명(Proof
of vaccinations)에서 ‘이
력 보기’(View history)를
선택한 다음 △‘체크인 앱
과 공유’(hare with check
in app)에서 ‘Service
NSW’를 선택하면 된다.

도미넬로 장관은 “이 프
로그램을 위해 협력한 연방
고용-기술부 스튜어트 로
버트(Stuart Robert) 및 통
합 앱 시범 실시에 참여한
포트 매콰리 등 지역의 각
업체 및 고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의 피드
백은 주 정부가 예정보다
빠르게 이 통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데 있어 매우 중
요했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서 COVID19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하
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백신을 투여 받은 각 개인
은 ‘Express Plus
Medicare’ 앱 또는 스마트
폰의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는 고객은 메
디케어 계정에서 에방접종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Service Australia’에 연
락하여 종이 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다.
한편 NSW 주 정부의 백
신접종 증명서 통합과 관련,
NSW 호텔협회(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NSW)
의 주류 및 안전 담당인 존
그린(John Green) 국장은
“QR 체크인과 결합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각 업소 직원들의 고
객 접종 상태 확인이 더 수
월해졌다”고 평가하면서
“고객이 특정 업소에 입장
할 때 해야 하는 QR 체크인
과 함께 고객의 예방접종
상태가 표시되어 편리함은
물론 원활한 업소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확
인하는 직원의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
을 표했다.
Service NSW 앱에는 디
지털 운전면허증과 유사하
게 ‘NSW Waratah’ 로고
홀로그램 및 회전하는 QR
코드를 비롯해 규정준수 확
인 담당자나 각 업소 측이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보안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봉쇄 조치 기간 중 일자리 찾기 포기 늘어나... 실업률, 소폭 증가
ABS 노동통계국... 구직활동 비율 64.5%, 15개월 사이 노동참여율 ‘최저’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NSW
및 빅토리아(Victoria) 주가 봉쇄 조
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
난 달(9월)에만 13만8,000개의 일
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로써 호주 전국 실업률은 4.5%에서
4.6%로 소폭 상승했다.
현재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직업
을 갖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이
들은 64.5%에 불과해 노동시장 참
여율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했다.
호주 고용인구의 거의 60%를 차
지하는 NSW와 빅토리아 주의 노동
시장은 전국 실업률 수치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지난 달, 고용 감소는 빅토리아 주
(12만3,000명)와 NSW 주(25,000
명, 8월에는 17만3,000명)에서 가
장 높았다.
8월 초의 짧은 록다운 조치에서
벗어난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

서 3만1,000명이 새로이 직업을 가
짐으로써 높이질 수 있는 전국 실업
률 수치를 부분적으로 상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한 NSW 주
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더욱 분명하
게 나타났다. 6월 하순의 봉쇄 조치
이후 3개월 동안 NSW 주의 노동참
여는 33만3,000명이 감소했으며 고
용은 28만1,000명이 줄었다.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노동통계국 책임
자인 비요른 자비스(Bjorn Jarvis)
국장은 “NSW, 빅토리아 및 ACT
에서의 록다운 상황이 연장되면서
고용은 물론 노동시간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
했다.
호주 노동시장 회복,
많은 시간 걸릴 듯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호
주의 고용 상황이 회복되기까지 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치가 이어진 지난 9월에
도 노동참여를 포기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실업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Pixabay / geralt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
하고 있다.
경제 컨설팅 사인 ‘BIS Oxford
Economics’의 사라 헌터(Sarah
Hunter) 선인연구원은 “봉쇄 조치
를 겪었던 NSW, 빅토리아 및 ACT
의 노동 관련 데이터가 다음 분기에
도 개설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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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필드 지역구 조디 맥케이 NSW 주 의원, 사임 의사 밝혀
15년간의 의원직(노동당) 기간 중 프론트 벤처-당 대표 등 주요 요직 역임

시드니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교류해 온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지역구의 조디 맥케이
(Jodi McKay) 전 NSW 노동당 대표가 갑작스레 사임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당 대표직에
서 물러날 당시의 맥케이 의원.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시드니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 왔던 스
트라스필드(Strathfield) 지역
구 조디 맥케이(Jodi McKay)
의원이 주 의회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혔다.
NSW 노동당 대표직을 역
임했던 맥케이 의원은 지난
10월 17일(일) 자신의 트위
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정계
은퇴를 밝히며 “지난 15년
간 NSW 주를 위해 봉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기간 동안 정치적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느꼈지만 (코로
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봉
쇄 조치를 겪으며 (본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맥케이 의원은 “NSW 유
권자를 대표하여 주 장관 및
야당 내각 장관, 최근까지
NSW 노동당 대표직을 역임
한 것은 행운이었다”며 “
항상 나 자신의 원칙과 정치
기준에 충실했으며 결과에
관계없이 정의를 옹호해 왔
다”고 덧붙였다.
이어 맥케이 의원은 당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당원들
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NSW 노동당 대표가
된 것은 영광이었으며, 지도
자로서 당에 대한 신뢰 회복
과 책임을 다하고자 내부개
혁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
했다.

강애나 시와 함께

아울러 스트라스필드 지역
의 다문화 공동체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
서 가장 즐거운 부분 중 하나
라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주 선거에서
뉴카슬(Newcastle)을 기반으
로 출마해 주 의회에 진출한
맥케이 의원은 2011년 단임
으로 의회를 나온 뒤 2015년
스트라스필드로 지역구를 옮
겨 다시 주 의원이 됐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두 번
째 선거에서도 무난히 의원
직에 재선출된 맥케이 의원
은 2019년 노동당 전당대회
에서 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지난 5월 어퍼헌터 선거구
(Electoral district of Upper
Hunter) 보궐선거에서 국민
당에 패한 뒤 대표직을 내놓
았다.
당시 그녀는 사퇴 압력은
없었지만 당 내부의 불일치
로 사임한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맥케이 의원은 “항
상 당내 합의를 이루려 노력
해 왔다”면서 “(2년 전) 민
주적 과정을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됐음에도 당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인사
들이 있었다는 게 확실하
다”고 언급했었다.

산수유

당시 호주 언론들은 맥케
이 대표의 사임 배경에 대해
그녀가 의도했던 야당내각
프론트벤치(frontbench. 당
내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
개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으로 분석했다.
맥케이 의원은 성명에서
“지난 며칠 사이 당의 화합
을 위한 방안을 숙고했으며
이것(당내 화합)이 우리 당의
치유와 전진을 위한 길이지
만 지도부의 확고한 안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여전히 당내 갈
등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시
사한 것이다.
한편 맥케이 의원의 갑작
스런 사임 발표 후 그녀의 뒤
를 이어 당 지도자 자리에 오
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는 맥케이 의원의 성취
를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사
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스 대표는 “COVID19 사태가 회복되는 과정이
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
임을 감안할 때 의회에 남아
노동당 의원으로 스트라스필
드와 NSW 주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맥케이 의원은 뉴카슬 지
역구에서 물러난 후 지난

2014년, 헌터 지역구 석탄광
산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
는 혐의로 독립 반부패위원
회 ( I n d e p e n d e n 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자신
의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증
거를 제출하고 당내 부패 인
사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찬
사를 받기도 했다.
맥케이 의원은 성명 마지
막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
자신을 도와준 직원들, 스트
라스필드 유권자들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한 뒤 “공직
에서 청렴성을 중요하게 생
각했다”며 “이는 내가 맡
은 모든 역할에서 보여준 것
으로, 우리 당은 물론 NSW
정치사에 남긴 유산이 되기
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케이 의원의 사임
으로 NSW 주는 이달 초
Gladys Berejiklian) 전 주 총
리의 윌로비 선거구를 비롯
해 총 5개 지역구에서 보권
선거를 치르게 돼 여-야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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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란 날개 펴고
사뿐히 날아올라
햇살 한 모금 깨물었네

나비가 된 꽃은
햇살이 가엾어
노오란 빛으로 다독여 주네.

- 매쿼리대학 ESOL 6년 수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작전문가과정 수료.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년 졸업.
- 2003년 호주문인협회 동인지
- 2005년 순수문학등단
<11월의 낙엽>으로
- 순수문학 등단
- 구연동화 작가활동
작품 활동 시작.
- 현재 한글학교 구연 동화작가
- 시집 『시크릿 가든』 『어머니의 향기』
『오아시스는 말라가다』 출간.
- 문학사랑 해외문학상 수상.
- 2013년 한국작가회의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원.
- 시드니Sydney 새움 어린이
한글학교 지도교사.
- 2018년 호주한글학교협의회
차세대 한글학교 교사 워크숍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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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과 허경영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인종, 국적,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신드
롬을 만들 기세다. 방탄소
년단의 K-팝과 ‘기생
충’의 K-무비뿐 아니라
K-드라마까지 미국의 헐
리우드처럼 지구적 스케일
의 성공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오징
어 게임’을 마냥 이례적
인 성공 사례로만 보기에
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 아
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이 괴이한 드라마가 들추
어낸 대한민국 사회의 심
란한 현실은 조금도 나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456명의 패배자들이 모
여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생
존자의 기대 상금이 1억씩
늘어나는 게임의 법칙은
물신이 인간의 존엄을 통
째로 삼켜버린 참담한 세
태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죽음을 앞둔 탈락자의 몸
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장
면은 생명을 죽여서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생리를
역겹게 묘사한다. 죽음이
곧 돈으로 환산되고 이 와
중에 생명은 한번 쓰고 버
리는 일회용 휴지로 전락
한다.
다수결을 통해 게임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복귀한
참가자들은 ‘오징어 게

임’만도 못한 현실에 절
망한다. 어쨌든 게임 안에
서는 1인당 1억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았는데, 진
짜 삶에서는 빚더미에 눌
려 숨만 쉬는 시체 신세나
다름없다. 도무지 끝이 없
는 압도적인 절망은 참가
자들을 456분 1의 확률에
목숨을 거는 게임 속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지점에
서 ‘오징어 게임’은, 생
존경쟁에 패배한 낙오자에
게는 냉정한 현실보다 게
임 속 가상세계가 더 희망
적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패배자를 무자비하게 버리
는 세상에 비하면 모든 이
에게 균등하게 1억 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오징어
게임’이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신이 지배하는 자본주
의 사회지만 돈이 많다고
늘 행복한 건 아니다. 그렇
지만 세상은 돈이 없어서
혹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들
이 만들어내는 불행한 이
야기로 넘쳐난다. 빚 때문
에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
친구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러야 한다면, 차라리
빚쟁이로 사는 게 낫지 않
을까? 카드빚 때문에 30돈
금팔찌를 강탈하려고 살인
강도를 감행한다면, 차라
리 파산자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사람

을 죽인다면 그 놀라운 담
력으로 차라리 다른 이에
게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
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에 따르면,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
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진다. 국가가 국민들
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세상은 저마다 각자
도생의 독기를 품고 서로
물어뜯고 죽고 죽이는 살
벌한 지옥도를 펼쳐내고야
말았다. 국민은 짐승보다
못한 상태에서 생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국가
가 추구한다는 그 어떤 공
동선도 공염불일 뿐이다.
‘오징어 게임’은 나이,
성별, 학력, 직업은 물론
선악과도 무관하게 1인당
1억 원이라는 공식을 통해
수사(修辭)만 나불대는 헌
법 정신을 모독한다. 말뿐
인 공허한 헌법이 아니라
생존게임에서 승리하면 빚
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
는다는 희망의 교리를 설
파하는 것이다. 동시에 ‘
오징어 게임’은 국가를
향해 국민을 언제까지 이
끔찍한 돈의 저주 아래 고
통 받게 할 것인가를 집요
하게 묻고 있다.

물론 국가라고 해서 모
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다. 하
지만 국가만이 사소한 돈
때문에 살인도 마다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몰아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
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
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1
도 없는 허경영 국가혁명
당 총재의 성인 1인당 월
150만원 배당금 지급 공
약은 그 의미를 꼼꼼히 따
져볼 만하다. 국가가 각 성
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150만원을 평생 지급하는
정책이 실현된다면, 푼돈
(?) 때문에 죽고 죽이는,
‘오징어 게임’보다 천박
한 생존범죄는 대부분 사
라질 것이다. 생명의 탄생
과 지속이 더는 비용이 아
니라 불로소득의 근거가
된다면 출산율이나 노인층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근본
적으로 생명 자체에 경제
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을 통해 돈을 만들어
내는 야수적 자본주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으로 장기간 경제 봉쇄령
이 내렸으나, 정부의 막대
한 재난 지원금 덕분에 국
민들은 비상시국에서도 상
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백 조
규모의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 재난 지원책을 두고
경제를 죽일 것이라고 우
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경
제’가 죽어야 한다면 열
번 백 번이라도 죽여야 마
땅하다. 국민들은 일상 속
에서 목숨을 걸고 ‘오징
어 게임’을 벌이고 있는
데, ‘부강한 나라’나 ‘
든든한 경제’니 하는 허
무한 말잔치가 무슨 소용
이 있는가? 국민이 먼저
살아야, 그것도 잘 살아야,
경제도 가능하고 나아가
국가라는 것도 존립할 의
미가 있다.
한반도 남단에 짙게 드
리워진 오징어 게임의 저
주를 걷어내려면 ‘허경
영’ 급의 담대한 발상과
무모한 추진력을 가진 대
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외
계로부터 뚝 떨어져야 하
는 게 아닐까?

정동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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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칼럼

당신은 당신의 떠오르는 생각
을 잘 통제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
다’라고 답을 할 지 모르겠
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떠오
르는 생각을 잘 통제하지 못한
다. 하버드 대학의 대니얼 위그
노 (Daniel Wegner) 박사는 ‘백
곰 실험’을 고안해서 사람들
이 원치 않는 생각을 얼마나 통제
할 수 있는 지를 평가했다. 이 백
곰 실험은 사람들에게 2분 동
안 백곰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
라고 타이머를 설정하고 생각하
게 할 때 사람들은 그 2분 동안에
도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고 대부
분 놀라게 되는 실험이다. 반대
로 2분을 시간을 더 준 다음에 백
곰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
고 혹시 백곰을 떠올리게 하면 그
것을 기록하게 하게 하는데 생각
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생각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
를 경험하게 한다. 이 실험 결과
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
람들이 원하지 않는 떠오른 생각
을 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통제
가 안되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게 원치 않는 생각을 조절하고 통
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잠 자는 시간을 제외
한 16시간 동안 4천가지 정도
의 생각을 한다고 하고 이 중에
서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떠오
르는 생각이 13%라고 한다. (Eric
Klinger, 1996) 이것은 정상적
인 사람도 매일 강제적인 침투 사
고를 520번이나 경험하는 셈이
다. 미국, 한국, 영국, 캐나다에
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
구의 80~90%가 강박 사고
의 똑 같은 내용의 불쾌한 생각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
랐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보통
의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 하루
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
는 생각이 일정하게 침투하는 것
을 꾸준히 경험하고 그 중에 많
은 사람들은 불쾌한 생각들을 하
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
는 불쾌한 생각들은 누군가를 공
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욕일 수

생각의 통제 (불안감)
도 있고 종교적으로 불경한 생각
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 생
각 안에는 은행을 터는 생각이 있
을 수도 있고 가족을 해치는 생각
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난잡한 성
관계를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
며 거미가 내 귀 속에 거미줄을 치
면 어쩌지? 라고 하는 걱정의 생각
일 수도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A는 자신의 동
네에 다리가 있는 데 왠지 그 다리
만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질 것 같
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래
서 그는 다리가 튼튼한 지를 확인
하기 위해 다리를 지나가기 전
에 차를 멈추고 다리가 이상이 없
는 지를 확인하고 다시 차를 타
고 다리를 지나가는 일을 하게 된
다고 한다. 때로는 바쁜 일이 있
거나 비가 내리는 데도 다리 앞에
만 가면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
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 B자매
는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
를 하려고 하면 ‘야한 생각’이
나 불경한 단어가 떠올라서 찬양
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신이 드
리는 찬양이 가식적인 것 같고 자
신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
의 찬양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서 너무 괴롭다고 한다. 그 생각
을 안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되
지 않아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
고 자신을 질책하게 된다고 한다.
똑 같이 다양한 침투하는 생각
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
은 그 생각을 경험하지만 문제
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생
각이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
을 경험하고 그 생각은 ‘강박적
인 사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
와 상관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생
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
는 것) ’가 되고 또 강박적인 사
고를 제어하기 위해 반복적인 ‘
상쇄 행동 (강박적 사고가 주는 불
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
복적으로 하는 것) ‘을 함으로 삶
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
게 된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강
박사고와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
들의 강박 사고의 큰 차이는 강
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자
주 강박 사고를 하고 내용이 더 심
각하고 고통스러워서 제어가 어렵
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래
서 강박 장애로 진단된 경우나 오
랫동안 극심한 강박적 사고와 상
쇄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강
박 장애를 ‘인지 행동 치료법’
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
는 이 글에서 강박 장애를 전문적
으로 치료하는 법을 설명하기 보
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박
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그것으
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에 간단한 방법을 소개함으로 일
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는, 침투하는 생각들이 있
을 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말고 무시하고 가볍게 생
각하는 것이다. 나만 이런 생각
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
람들은 원치 않는 침투하는 생각
들에 시달리는데 그것은 내가 하
는 생각이 아니라 찾아오는 생각
이기에 머리에 들어왔다가 빠져나
가게 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아 왔네? 잘 가?’ 라고 하
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
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하던 일에 더 집
중을 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본 것처
럼 대부분의 침투하는 생각들
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그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
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생각들
을 지속하게 하는 자극제가 됨으
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
어, 침투하는 생각을 안 하기 위
해 그 생각을 연상시키는 모든 환
경이나 사람을 피하는 행동, 또
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꾸 사람
들이나 환경을 확인함으로 안전함
과 불안감을 줄이는 행동, 예를 들
면, 문이 잠겨있나를 확인하기 위
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
다든가 손에 병균이 묻지 않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자꾸 닦
는 행동과 같은 것들이다. 이
런 행동을 하다 보면 불안감을 일
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으나 강박
적 사고를 연상시켜 주는 역할
을 함으로 상쇄행동과 연쇄적 고
리를 가지고 문제를 지속시키
고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다. 통제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
게 되면 강박 사고로 인한 불쾌
한 기분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
로 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
험하지 못하게 됨으로 문제를 고
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감정
은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좋은 감
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시간
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강박적인 사고가 주
는 불쾌한 기분을 무엇인가로 해
결하려고 하지 않고 견디고 부딪
혀라. 그러면 불쾌한 기분이 서서
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마치, 화가 났을 때 90
초만 참으면 화난 감정이 가라앉
는다는 이론처럼 강박적 생각
이 떠올랐을 때 불쾌하게 느끼
는 감정으로 인해 그것을 급하
게 없애려고 하기 보다 불쾌한 감
정을 견디어 내는 것이 강박적 사
고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용기란 두려워도 맞서는 것이
다’ 라는 말을 이런 문제로 힘들
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누
구 나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존재하는 강박적 사고라고 여
기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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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SW 주는 연방정
부와 협력하여 호텔 검역
대신 7일간의 자가격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에어스 장관은 “이 시
범적 자가격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가
격리에서 NSW 당국은 안
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격
리 대상자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했다. 에어스 장
관은 이 데이터를 통해 프
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고
필요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며 기대감을 보였다. “호
텔 검역 중에 있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건 당국
직원이나 경찰, 기타 공무
원들을 과하게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NSW 주의 결정이 다른
주(State and Territory)에
의미하는 것은= 지난 10월
15일(금), 페로테트 주 총
리는 검역 과정 폐지 및
NSW 주의 개방 계획에 대

해 “연방정부와 많은 논
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
난 10월 1일, 연방 스콧 모
리슨(Scott Morrison) 총리
는 80% 백신접종 비율 달
성을 전제로 11월부터 해
외여행자들에게 국경을 다
시 개방할 것임을 발표면
서 “이 계획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자가격리 프로
그램을 어떻게 실시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현재
NSW 주와 북부호주
(Northern Territory)에서
의 시범 실시 결과가 중요
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재 NSW 주에서 실시하는
자가격리 시범 시행은 11
월 1일부터 폐지된다.
NSW 주가 해외에서 입
국하는 백신접종자들에게
호텔 검역을 면제했지만
현재 다른 주(State)에서는
NSW 주 경계(State
border)를 봉쇄한 상황이
다. 따라서 다른 주에 거주
하면서 NSW 주로 입국하
는 이들은 검역 면제 방안
을 찾거나 호텔 검역을 거
쳐야 한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각

주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
화하면서 주 경계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주가 어떤 결정을 하
든 NSW 주는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주 총리는 “NSW
주 거주민들은 브룸
(Broome. Western
Australia 주의 유명 관광
지)보다 발리(Bali)로 먼저
비행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NSW 주가 다시 전
세계와 교류하기를 원한
다”고 말했다.
▲ 모든 출발지 국가가 이
계획에 적용되나= 어떤 국
가에서 출발했는지는 상관
없지만 어떤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는 중요하다. 검
역 면제 계획에는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승인
한 백신을 접종받은 당시
자와 그 가족에게만 적용
된다. TGA는 현재 아스트
라제네카(AstraZeneca),
화이자(Pfizer), 모더나
(Moderna),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등

4개 백신을 승인한 상태이
며, 다은 달 호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난해
연방정부가 주문) 노바백
스(Novavax)은 현재 TGA
승인을 위해 평가하는 과
정에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현재
전 세계에 배포되지 않지
만 추가접종(booster
shots)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긴급 백신 목록
추가 및 저개발국에 배포
할 수 있도록 신청한 상태
이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검역 면제 rP획
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해외
에서 NSW 주로 입국하는
국제학생은 검역 과정 면
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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