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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아동 백신접종 필요성은 ‘감염위험 및 전파 가능성’ 때문...
미국 이어 이스라엘도 5-11세 아동 접종 승인... 호주는 내년 1월 이후 전망

호주의 백신접종 비율이 

높 아 지 면 서  추 가 접 종

(booster shots) 및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도 관심이 모아진

다. 현재 12~15세 어린이

의 경우에는 거의 60%가 

COVID-19 접종을 완료

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 당

국의 예방접종 초점은 더 

낮은 연령대로 옮겨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 5~11세 아

동의 백신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이달 셋째 주에는 

이스라엘도 같은 연령대 

아동의 접종을 허가했다. 

호주의 의약품 규제 당국

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은 아동 대상 접종

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그 

일환으로 이들 국가의 접

종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

보고 있다. 애초 호주에서

도 올해 연말경에는 12세 

미만 아동 대상의 백신접

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했으나 최근 연방 보건

부 그렉 헌트(Greg Hunt) 

장관은 2022년 1월 이전까

지는 어려울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이

자(Pfizer) 백신이 성인에

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이의 투

여를 승인하는 과정은 훨

씬 복잡하다. 

▲ 아동에게 COVID-19 예
방접종을 받게 하는 이유는= 

성인에게 백신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층, 

아동들에게 투여를 허가하

려면 위험 대비 백신 혜택

을 계산해야 한다.

아동들의 경우 COVID-

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임상시험 중 아주 적은 수

의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보건 당국으로 하여금 백

신 용량의 가치를 정당화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동들 또한 감염

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겪

는 고통은 상당히 심할 것

이다. 비록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

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의 감염 비율은 전염

성이 특히 높은 ‘델

타’(Delta) 변이로 인해 

더욱 증가했다.

지난 11월 16일을 기준

으로 호주의 0~9세 어린이 

가운데 거의 2만7천 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의 자료

에 따르면 이 연령대 감염

자 가운데 2.5%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영국에서는 2~11세 어린

이 가운데 약 10%가 

COVID-19 양성 진단을 

받은 후 5주 이후에 최소한 

한 가지 증상이 지속된다

고 보고했다.

현재 12세 미만 아동은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이

들, 특히 건강이 취약한 사

람들에게 잠재적으로 바이

러스를 전파할 위험을 배

제하지 못한다.

▲ 아동들에게 잠재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이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허용되고 백신 

출시가 확대되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Moderna) 백

신을 투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백신 모두 mRNA 

유형으로 이미 12~15세 

어린이 및 청소년용으로 

승인이 된 상태이며, 또한 

두 회사 모두 호주 TGA에 

아동 대상의 백신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상

태이다.

▶3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어린이의 경우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
을 덜 받는 경향이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의 감염 비율은 전염성이 특히 높
은 ‘델타’(Delta) 변이로 인해 더욱 증가했다. 
이 때문에 12세 이상 청소년에 이어 5~11
세 어린이 대상의 접종이 필요하다. 
사진 : Bos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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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세계적 전염

병 사태가 선포되면서 호

주에 체류하던 국제학생 

및 장단기 근로자들이 자

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각 

업계의 인력부족은 지금까

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

은 구인란은 내수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런 가운데 11월 1일을 

기해 호주 국경제한 철폐

를 공식화한 연방정부가 

국제학생 유치 및 기술이

민자 확대 등 이민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에  따 라  정 부 는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 기술취업 소

지자들에 대해 12월 1일

부터 여행면제를 요구하지 

않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이민자 유

치 계획에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 워킹홀리데이 메

이커, 임시 가족비자 소지

자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의 여행자 입국 허용이 포

함되어 있다. 이들 또한 예

방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국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

지해야 한다.

연방 내무부의 카렌 앤

드류스(Karen Andrews) 

장관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변경 사항에 

따라 연간 20만 명의 비자 

소자자가 호주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

입국자는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지만 가능한 빨리 많

은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학

생, 기술취업비자 소지자 

및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여행자는 COVID-19 예

방접종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

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

음성)을 제시해야 한다. 아

울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입국자는 각 주 또는 테러

토리(State and Territory)

에 따라 다시금 검역조치

를 받아야 한다.

현재 NSW와 빅토리아

(Victoria) 및 ACT는 예방

접종을 받은 입국자에게 

검역절차를 면제하는 반면 

퀸즐랜드(Queensland) 주

는 여전히 검역 과정을 거

치도록 하고 있다.

COVID-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지난해 3월 

정부가 국경을 폐쇄한 이

후 호주 이민율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기술이민 

비자 카테고리는 7만

9,600개, 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1만3,750건의 

비자 발급이 계획되어 있

으며 국제학생 비자 수에

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국

제학생 유입은 팬데믹 이

전 최고치에서 약 40%가 

감소한 상황이다.  

호 주 대 학 연 합

(Universities Australia)의 

카트리나 잭슨(Catriona 

Jackson) 회장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호주 입국을 허

용하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환영했다.

잭슨 회장은 관련 성명

에서 “호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각국 13만 명의 

국제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며 

“내년 첫 학기에 국제학

생들이 호주 각 대학 강의

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

는 정부 조치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

는 국제학생들은 호주 경

제에 연간 약 400억 달러

를 기여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부, 한국 등 여행자 포함해 유학생-숙련기술 근로자 받아들이기로
국경제한 완화 조치 일환, 인력유치 계획 발표... 12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 대상

이달 1일을 기해 호주 국경 폐쇄를 해제하
기로 한 정부가 12월 1일부터 국제학생 및 
숙련기술 근로자 유입을 허용한다고 발표
했다. 이 계획에는 한국 및 일본에서 입국하
는 여행자도 포함된다. 사진은 멜번대학교 
정문. 사진 : University of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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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여행-관광산업 회복, 전년 대비 36% 이상 성장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보고서, 다른 지역 크게 앞질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행 

및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

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태 

지역 관련 일자리만 4천

700만 개 이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

지난 11월 19일(금. 호주 

동부시간) 세계여행관광위

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

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

면 아태지역 여행 및 관광

산업이 전년대비 36% 이

상의 성장을 보이며, 전 세

계 다른 지역을 크게 앞질

렀다. 

런던에 기반을 둔 WTTC

는 여행 및 관광산업을 위

한 포럼으로 전 세계 관련 

비즈니스 회원으로 구성되

며 전 세계 모든 산업 부문

에서 민간 부문을 대표하

는 유일한 포럼이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은 팬

데믹으로 인해 위축됐던 

여행 및 관광산업이 점차 

이전 상황으로 가고 돌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전염병 사태 이전, 

아태지역 여행 및 관광 부

문의 GDP 기여도는 3조 

달러(이하 미화 기준. 지역 

경제의 9.9%) 이상에 달했

다. 

팬데믹으로 국제여행이 

거의 완전히 중단된 후 지

난해 아태지역 관련 산업

은 거의 54% 타격을 받아 

지역 경제 기여도도 절반

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현재 회복 속도를 기준으

로 이 산업 부문의 지역 

GDP 기여도는 올해 전년

대비 36.3% 증가하여 전 

세계 평균인 30.7%를 앞

질렀다. 이를 비용으로 보

면 5,150억 달러의 증가이

다. 또한 내년도 여행 및 

관광산업의 아태지역 경제 

기여는 올해보다 35.8%가 

증가(6,920억 달러)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관광 

소비도 올해 말까지 49%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

다.

WTTC 연구는 여행 및 

관광 부문이 기록적인 최

악의 해였던 2020년 수치

에서 국제여행 지출이 거

의 25%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지만 내년에는 더 긍

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도 국제여행 지출 

성장은 1,560억 달러가 증

가(148%)하여 아태지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측면

에서도 지난 2019년 아태

지역 여행 및 관광 부문은 

1억8,500만 개 이상의 일

자리를 지원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국제여행이 거의 완전히 

중단되고 3천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고

용 성장은 올해 0.4%로 소

폭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

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9 .8%가 늘어나 1억

8,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가 회복될 전망이다.

WTTC는 이번 연구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예

방접종을 완료한 여행자가 

출발지 및 목적지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여행

자가 예방접종 상태를 증

명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

션을 구현하며 △안전한 

여행 재개를 위해 WHO가 

승인한 모든 백신을 인정

하고 △전 세계 공평한 백

신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  

COVAX/UNICEF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

강화된 건강 및 안전 정책

을 구현한다면 여행 및 관

광산업은 더욱 빠르게 회

복되고 각국 GDP 기여 및 

일자리 증가도 더욱 늘어

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세계적 전염병 사태로 전 세계 여행 및 관광
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세계여행관광위
원회(WTTC)의 연구 결과 올해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련 산업은 전년대비 36%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ixabay / igorovsyanny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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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나한’, 호주서 선보이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얼굴
파워하우스 박물관-춘천국립박물관 공동... 해외 전시로는 최초

한국의 오랜 불교문화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파 워 하 우 스 박 물 관

(Powerhouse Museum)은  

호주-한국간 수교 60주년

을 기념해 강원도 춘천국

립박물관과 공동으로 ‘창

령사터 오백나한전’을 소

개한다.

오백나한은 지난 2001

년,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창령사 절터에서 발굴된 

석상으로, 이 사찰은 고려

시대(918-1392)에 세워

져 조선시대(1392-1879) 

중기에 폐사된 절로 알려

져 있다. ‘나한’은 ‘아

라한’의 줄임말로, 산스

크 리 트 어  ‘ 아 르

한’(arhat)을 한자로 음역

하여 만들어진 말이며 ‘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일컫는다.

오백나한은 부처의 입멸 

뒤 그의 말씀을 경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모인 500

명의 제자들을 말한다. 이

들은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들 스스로 열반에 이르

지 않고 중생들을 가르치

고 구하기 위해 인간 세상

에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영월에서 발굴된 나한상

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정

교하게 복구되었으며, 

2018년 처음으로 동 박물

관, 이듬해 국립중앙박물

관에서 ‘창령사터 오백나

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

굴’전으로 소개된 바 있

다. 

파워하우스 박물관의 리

사 하빌라(Lisa Havilah) 

관장은 “오백나한전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가

장 인기 있는 전시회로 선

정됐으며, 이를 해외에서

는 처음으로 호주에서 선

보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

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호주 현지 관람객들

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춘천국립박물관 김울림 

관장은 “오백나한의 몸짓

과 표정은 수수하고 질박

하지만 인간 본연의 마음

을 어루만져 주는 신묘한 

힘이 있다”면서 “이 나

한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

로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 

‘오백나한전’의 김민

정 큐레이터는 “화려한 

장식의 부처나 보살상과는 

달리 나한상은 우리 일상

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

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으

며 은은한 미소의 순진무

구한 모습과 오랜 수행에

서 우러나는 나한상의 영

적 아우라는 우리의 마음

에 감동을 주고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고 소개했

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설

치작가 김승영씨와 사운드 

디자이너 오윤석씨가 협

업, 참여한 것으로 김 큐레

이터는 “고려시대 이름 

없는 장인들이 빚어낸 소

박한 한국미에 현대미술 

작가의 해석을 더하여 보

는 이들에게 더욱 친근하

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

했다.

■ 전시회 개요
-일정 : 2021년 12월 2일

부터 2022년 5월 15일 

-장소 : 파워하우스 박물관 

(Powerhouse Museum. 

500 Harris St, Ultimo)

-기타 : 무료입장, 예약 필수

-관련 사이트 : https://

www.maas.museum/

event/five-hundred-

arhat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고려시대 장인들이 빚어낸 소박한 한국미와 
함께 오랜 불교문화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창
령사터 오백나한전'이 마련된다. 사진은 이
번에 호주서 소개되는 오백나한의 미소. 
사진 :  Powerhouse Museu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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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뜻을 둔 이들의 최종 목

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임

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고의 권력

을 가져보려는 욕심에서이든, 아

니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뜻을 

온전히 펼쳐보려는 의지에서이든.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

은 비난과 갖은 욕설, 심지어 정치

인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사생활

이 타인에 의해 노출되는 일까지 

각오해야 한다.’ 오늘날(예전에

도 그렇듯) 정치 현실을 보면 그렇

다는 거다.

여기에 “정치는 하모니”라고 

새삼 외치는 이가 있다. “국가 지

도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

들의 마음 편하게 해 주는 것, 유

감스럽게도 한국 정치는 정치인이 

국민을 편하게 하기는커녕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지

금의 정치계 현실을 비난하는 사

람이다. 나아가 “국민이 정치를 

우려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라고 명함 내미는 이들 본인의 이

해에 따라 ‘편 가르기’가 심하

기 때문이며, 여기에 총만 주어지

면 내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우려하는 사람이기도 하

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한민

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유찬 예비후보(무소속)가 그

다.

한국 정치를 보는 

객관적 시각 갖게 돼

이제 60대로 접어든 김 예비

후보는 한때 많은 이들의 주목

을 받았던 MB 저격수로, (MB

가) 국회의원 출마 당시부터 국

가 지도자를 지낸 시절까지, 법

원을 통해 드러난 (MB의) 여러 

범죄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폭로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로 인

해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는 자

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고, 이로 인

해 그는 5개 혐의의 ‘유죄’

를 받았으며 444일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후에 최고 

권력자가 된 이와의 악연이 그

에게는 큰 상처(김 예비후보는 

MB의 표적이 된 구체적인 이

유도 모르겠단다)로 남은 것이

다.

이후 정치 현장을 떠나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그는 지금, 

글로벌 금융투자 업계에서 세

계 최고의 프라이빗 펀드 매니

저 중 하나라는 말을 듣고 있

다.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SIBC’는 시드니 도심, 하이드 

파크(Hyde Park) 바로 앞 엘리자

베스 스트리트(Elizabeth Street) 

상의 한 건물에도 자리해 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 특정 자리에 앉아 

본 적은 없지만 그는 한국 정치를 

오랜 시간 현장에서 경험했고, 또 

외국에서 규모 큰 비즈니스를 운

영하면서 대한민국을 객관적 시각

으로, 더불어 넉넉한 시선으로 바

라보게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대

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한 배

경이기도 하다. 그 객관적 시각과 

넉넉한 시선으로 진정한 ‘정권교

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정책’ 변화가

진정한 정권교체이다” 

그가 말한 정권교체는 단순히 

여-야가 뒤바뀌고 5년간의 새 청

와대 주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 현실(국민들을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풍

토, 정치 세력들 간의 이해 등을 

넘어 국가가 나아가는 새로운 방

향 제시로 희망을 주는 ‘획기적 

정책의 변화’라는 설명이다.

어느 선거이든 승리를 위한 전

제는 대중적 인지도이다. 하지만 

그 ‘인기’와 정치실무 경험 사

이에는 격차가 있게 마련이다. 이

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대중에 

대한 노출 빈도 낮기에 인지도는 

낮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인기영합을 위해 헛된 공약을 하

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1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소재 SIBC 사무실에서의 김유찬 예비 후보(사진). 내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예비등록을 마
친 그는 현재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제20대 대선, “특정 후보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예비후보 등록한 ‘SIBC’ 김유찬 회장, 전 세계 최고 프라이빗 펀드매니저 중 하나

현장 정치-글로벌 경제 두루 경험... "권력지향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치'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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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에서 이어받음

그리고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정

책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선거운

동이 시작되면 ‘대중적 인지도’

가 아니라 ‘지지도’를 높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그의 말을 빌자면, 그가 회장으로 

있는 SIBC는 대한민국 정부 한해 

예산의 130배에 달하는 자금을 운

용하는 회사이다. 최고의 펀드매

니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는 여기

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런 넉넉한 

경제적 기반은 그가 젊은 시절 꿈

꾸었던 ‘정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됐다. 

아직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김 예비후보는 ‘민족을 

위하여 세계로, 미래로’라는 정

책 방향을 슬쩍 내비쳤다. 그는 ‘

우리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는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김 예비후보는 북한을 그 예로 언

급하면서 그 관념의 올가미를 벗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의 절

대적 빈곤을 짧은 시간 내 상대적 

빈곤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 경

험을 제시하면서 세계로 눈을 돌

려야 함을, 아울러 과거에 갇혀있

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언제까지 ‘적폐

청산’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상태에서의
특정 후보지지, 가장 위험”

이미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각 부문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두

었다는 그는 한 가지 예로 북한 관

련 문제를 꺼내놓았다. 역대 지도

자들마다 ‘한반도 평화’ 플랜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믿을 만한 

실질적 평화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 예비후보는 그들을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끌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파

괴적인 힘을 국제평화 에너지로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라는 게 그

의 생각이다. 남과 북이 평화유지

군을 구성해 국제적 분쟁지역에 

나가거나 공동으로 독도 방어 임

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그는, 이

런 역할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한

의 평화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역대 한국 대선에서, 대중적 인

기를 기반으로 지도자가 결정된 

사례가 없지 않음을 언급하자 김 

예비후보는 “인기에 영합한 정치

인들이 만들어낸 포퓰리즘의 망령

이 한국 정치발전을 망치고 있

다”고 말했다. 또한 ‘민족 분단

을 가져온 이데올로기, 그것의 변

형된 이념으로 국민들 편 가르기

를 하는 정치계’를 지적하며 국

가 지도자로서의 실질적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중적 인기만을 보는 ‘블라인드 

상태에서의 지지’야말로 큰 위험

이라는 설명이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이와 맞물

린다. 그는 “정치인식은 시대정

신을 꿰뚫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

러 있다”면서 “지도자는 역사인

식을 갖되 국민을 역사 속으로 돌

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어

느 국가 정치 지도자이든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는 김 예비후보는 

“사실, 새로운 정치를 이끄는 주

체는 국민 자신”이라며 “국민들

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권력의 단맛

을 아는 이들이기에 이를 검증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잘못된 민주주의 체제를 타파하

려 노력했고 또 일명 ‘촛불혁

명’에서 보듯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끈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정치의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정치 발전을 저해한 것이 분단국

가 이데올리기”이며 “한국의 정

치 문화가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더 비난 받는 요인”이라고 봤다.

지도자 계층, 
평균 이상의 도덕성 있어야

그 대안으로 그는 정책의 대전

환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의 부

조화를 파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장점을 설명하

면서 이 장점을 더욱 살리고 경제

적 성장의 소외지대에 있는 이들

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

적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제시했

다. 한 예로 그는 장인기업 육성을 

언급했다.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

을 장인기업으로 키워 세계적 브

랜드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이

런 기업 100만 개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치와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 정치의 병

폐를 파타하는 한 가지로 ‘노블

리스 오블리주’를 언급하며 어떤 

위치에 있든 평균 이상의 도덕성

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

서 스스로에 대해 “비교적 살아

오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일

을 하지 않으며 살았고 늘 도전하

는 자세로 견지해 왔으며, 합리적

인 보수이자 선공후사(공익과 사

익 중 공익을 먼저 고려)의 마음자

세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

람”이라고 주장했다. 

“도덕적이고 정상적인 사람”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

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령 공무원 

인구를 크게 줄이고 업무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또한 무보수 명예

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역사 바꾸는 힘...”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작되

는 선거운동을 앞두고 선거전략 

마무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호주에 거주하는 유권

자(재외국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모두 

역사를 바꾸는 주춧돌이 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의 최대 장점은 주기적으로 권력

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선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

다”는 김 예비후보는 “호주에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 

모두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

어 아주 소중하다”고 다시금 강

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의 정책을 바꾸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원에서 정

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다

른 적폐이거나 교체되어 집권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들로 정권

이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는 말도 덧붙였다.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는 정책을 보고 선택하

여 국민들이 바꾸어 나가는 것이

라는 설명이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인물이 아니

라 후보가 가진 생각, 지도 이념, 

정책, 이를 통해 그 후보가 만들고

자 하는 세상이 어떤지를 주목해

야 한다.”

김 예비후보의 말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첫 정치 입문으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본부의 주요 역할을 맡아 당선에 일조했으나 이후 MB로부터 소위 “팽 당했다”는 그는 MB 관련 
사항을 책으로 정리, MB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대부분 내용들이 먼저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사진은 그의 두 번째 저서. 사진 : 김유찬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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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는 당시의 

사회 현상이나 풍조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호

주의 한 기관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단

어’(Word of the Year) 또한 이를 반영한다. 

호주국립대학교 내 국립사전연구센터

(Australian National Dictionary Centre. 

ANDC)가 매년, 호주인들이 가장 많아 사용했

거나 특정한 사회 분위기를 묘사한 단어를 선

정 해  발 표 하 는  ‘ 올 해 의  단 어 ’ 로 

‘Strollout’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COVID-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사태를 모두가 힘겹게 견뎌내고 있음

을 보여준다.

ANDC는 지난해 자가격리(self-isolation)

를 뜻하는 ‘iso’를 ‘2020년 올해의 단어’

로 꼽은 바 있다.

사실, ‘strollout’이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처음 호주인들에게 전

해진 것은 지난 5월로, 호주노동조합협의회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

총장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 연방정부

는 국민들, 특히 의료진들을 우선하여 

COVID-19 백신접종을 계획했지만 백신 확

보 문제로 출시(rollout)가 크게 늦어졌다. 맥

마누스 사무총장은 그런 안타까움과 정부의 

방역을 비꼬아 이 단어를 생객해 낸 것이다. 

▶2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인 특유의 유머가 만들어낸 ‘Strollout’, ANDC의 ‘올해의 단어’에
호주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정부의 더딘 백신 출시(Rollout) 빗대어 표현
미국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사용하기 시작... ‘팩데믹’ 사회 상황, 그대로 보여줘

매년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거나 특정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를 선정하는 호주 국립사전연구센터(ANDC)의 ‘올해의 단어’에 정부의 백신 출시(rollout) 지연을 빗댄 ‘strollout’이 선정됐다. Original photo : 
Pixabay / WiR_Pixs. 일러스트 : Emily Cha / The Korean Herald

12세 미만 아동 백신접종 필요성
은 ... … A3면

국경제한 완화 조치 일환, 인력유치 
계획 발표...…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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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에서 이어받음

그녀는 지난 5월 13일, 자신의 트위터

(Twitter)를 통해 ‘백신은 지금 밖에서 산책 

중’이라는 의미로 ‘#VaccineStrollout’이라

는 단어를 게시했고, 그녀가 ‘rollout’을 빗대

어(stroll out) 만들어낸 이 단어는 금세 사람들

에게 전파됐다. 어떤 상황에 대해 적절한 비유

와 위트, 또는 깊이 있는 해학으로 농담 던지기

를 좋아하는 호주인 특유의 유머가 만들어낸 것

이라 할 수 있다. 

‘Stroll out’ 중인 백신 ‘rollout’

ANDC 소장인 아만다 라우게센(Amanda 

Laugesen) 박사는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된 데 대

해 “독특한 호주식 용어라는 판단이었다”며 

“호주식 표현이 어떻게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

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말했다(사실 호주에는 영국은 물론 영어권 국가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Australian 

made’ 영어, 호주 슬랭이 무수히 많다).

지금은 호주의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전 세계 최상위 국가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지

난 5월까지만 해도 접종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

었다. 이는 정부의 백신 출시(rollout)가 늦어진 

때문으로, ‘COVID_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느린 시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 영어는 

실제로 금세 각국으로 수출(?)됐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호주 공영 ABC 방

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ABC 702 Drive’의 

진행자이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 칼럼니스트인 

리차드 글로버(Richard Glover)씨가 호주의 더

딘 백신 출시에 대해 기고한 논평 제목

(Australia’s vaccine 'stroll-out' shows the 

dangers of COVID complacency)을 그대로 내

보냈다. 뉴질랜드 언론들 또한 자국의 늦어진 

백신 출시에 대해 이 단어를 차용, “Vaccine 

stroll-out must now be to all New 

Zealanders”라고 지적했다.

라우게센 박사는 “COVID-19 백신 보급이 

지연됨으로써 연방정부가 비난에 직면했을 때 

나온 이 표현은 호주 역사의 매우 특별한 순간

을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단어는 

백신접종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사용 빈도

도 크게 줄어들었다.

NSW 주립도서관 미첼 라이브러리의 리차드 

네빌(Richard Neville)씨는 다른 많은 이들과 마

찬가지로 이 단어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단순한 말장난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을 때에만 작동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권위 있는 문학상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Miles Franklin awards) 심사위원이기

도 한 네빌씨는 이어 “이제 우리는 백신 출시

가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이 단어도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DC의 협력으로 호주 버전의 사전을 출판

하는 영국 옥스퍼드 

영 어 사 전 ( O x f o r d 

English Dictionary. 

OED) 측은 샐리 맥마

누스 사무총장이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것

임을 확인했다. 앞서 

영국의 ‘올해의 단

어’로 ‘vax’를 선

정한 OED도 ‘백신

과의 강한 상호작

용’에서 나온 새로

운 단어 중 하나로 이 말(strollout)을 언급하고 

있다.

ANDC 및 OED는 “(백신접종 상황이 바뀌면

서) 지금은 이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백신 출시 지연을 설명하는 데 사용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주인들 반응, 가히 ‘폭발적’

맥마누스 사무총장이 이 단어로 정부를 비판

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트위터에 게시된 ‘VaccineStrollout’이라는 

단어에 다른 트위터는 “(백신 출시의) 지연을 

설명하는 끝내주는 말”(a crack up name for 

the delay)이라며 이를 다시 트윗하기도 했다.

심지어 야당의 빌 쇼튼(Bill Shorten) 전 대표

까지 집권 여당의 늦어진 백신 프로그램을 비난

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백신) 롤아웃은 ‘

스트롤 아웃’(야외에서 어슬렁거리며 산책하

는)에 더 가까웠다”(So far, it’s been more 

stroll out than rollout)고 표현했다.

칼럼니스트인 리차드 글로버(Richard Glover)

씨는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 용

어를 사용, ‘스트롤아웃’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일조한 사람이다.

‘strollout’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이후 

글로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단어에 

대해 “아주 사랑스러운 재치”라면서 “소유

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를 해외에) 수

출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strollout’과 함께 ‘올해의 단어’ 

후보에 오르며 2023년 판 호주 사전 게시가 고

려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Double-vaxxed : 두 차례의 백신접종 완료를 

의미하는 이 말에 대해 라우게센 박사는 “호주 

영어는 아니지만 해외보다 호주에서 더 많이 사

용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Clayton’s lockdown : 봉쇄조치가 취해져 있

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상황을 빚댄 말로, 배

우 잭 톰슨(Jack Thompson)이 무알코올 음료 

광고에서 유행시킨 오래된 호주식 표현을 변형

한 것이다. 

-Fortress Australia : 국가 건립 초기, 호주의 

엄격한 이민 및 관세 정책을 설명하는 이 단어

는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호주 국경을 폐

쇄한 것 등 호주 스스로 선택한 고립을 표현하

는 데 활용된 용어이다.

-AUKUS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주, 영국, 미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뜻하는 ‘

오커스’(AUKUS)는 ‘ANZUS’와 함께 차기 

호주 사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Net zero : 탄소배출 연료 사용 감축 조치를 

통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하는 이 용어는 호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지만 올 한 해 호주 내에서 크게 부

각됐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strollout’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지만 백신 출시(rollout)가 더디게 진행됨을 비판해 ‘stroll out’을 하나로 합친(strollout) 것
으로, 지난 5월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이 만들어내 자신의 트워터를 통해 소개했다. 사진은 이 
단어가 게시된 맥마누스 사무총장의 트위터. 





MAIN NEWS
The Korean Herald

26th November 2021A26

    

“...오랜 세월 이어진 일

제의 탄압을 마침내 극복

하고 우리 스스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문화적 발전

을 이룬 배경에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후손을 위해 스스로의 삶

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숭모합니

다.”(대양주한인회총연합

회 백승국 회장의 순국선

열 제문봉독문 중에서)

올해 제82회를 맞는 ‘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를 기해 시드니 한인동포 

및 청소년들이 한 마음으

로 조국을 위해 희생된 선

열들을 추모했다.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황명하, 이하 ‘광복회’)

은 이날 에핑(Epping) 소

재 에핑 클럽에서 ‘또 하

나의 별을 노래하자’는 

주제로 추모식을 거행했

다. 광복회가 매년 진행하

는 민족캠프 교육 참가 학

생들과 각 동포단체 관계

자 120명이 함께 한 이날 

추 모 식 은  온 라 인

(Youtube) 스트리밍으로 

호주 전 지역 한인 커뮤니

티에도 생중계됐다.

이날 대양주한인회총연

합회 백승국 회장은 제문

봉독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끔찍하고 암울한 현

실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

신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장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바로 순

국선열들이십니다.”며 숭

모의 마음을 보였다. 

이어 공복회 황명하 회

장과 시드니 총영사관 홍

상우 총영사를 시작으로 

각 동포들의 헌화 분향이 

이어졌으며, 신채호 선생

의 애국시 낭독, 국무총리 

기념사(홍 총영사 대독), 

선열들의 어록 낭독, 시드

니한인회 강흥원 회장의 

순국선열 추모사, 순국선

열 노래 제창으로 이어졌

다.

이날 강흥원 회장은 추

모사에서 “위기의 순간마

다 한민족은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됨

을 만들어낸 동력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과감히 

스스로를 희생해 조국과 

민족의 안위를 지켜냈던 

순국선열들이었습니다.”

며 선열들의 희생을 추모

했다.

앞서 광복회는 식전 행

사에서 ‘독립정신 되살리

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보물로 지정된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

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복원하여 소개했으며 글로

리하우스뮤직이 광복군 아

리랑과 기쁨 아리랑을 개

사한 홀로 아리랑을 열창

했다.

이어진 민족캠프 발표회

에서 황명하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애국선열들의 

위대한 뜻과 한민족으로서

의 자긍심도 느껴보고, 어

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뤄낸다는 신념, 도전, 

성취라는 말을 가슴에 새

겨 매사에 매진해 줄 것”

을 차세대들에게 당부했

다. 이어 참가학생 6명의 

△ 민 족 캠 프  참 가 후 기

(‘21세기 호주한인 청소

년을 말하다’), △애국선

열께 드리는 헌시, ‘민족

의 뿌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물이 상영돼 박수를 

받았다.

이날 광복회는 올해 민

족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 11명을 선정해 상금과 

부상을 증정했으며, 또한 

동 단체가 운영하는 재호

광복장학회 수혜 학생 6명

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무리 지어 핀 벚꽃이 신

기루처럼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바람 부는 어느 오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편하게 여

행을 떠났다. 아직도 궁금

한 것은 어떻게 그런 결혼

이 가능했을까 하고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지

만, 경제 성장통을 겪은 나

의 세대로서는 쉽게 납득

이 가지 않는다.

진달래가 온 누리를 붉

게 물들인 봄날에 그녀는 

함양 조부자 집으로 시집

을 갔다. 하지만 시집간 지 

몇 달 만에 도망치듯 친정

으로 돌아왔다. 갑작스러

운 방문으로 집안 어른들

은 머릿골을 싸매었다. 친

정 발길을 끊게 해야 한다

는 의견과 몰래 도회지로 

보내야 한다는 낮은 소리

가 밤새 오갔지만, 가문의 

체통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그녀는 조용히 시댁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온 세

상이 흰 눈으로 덮여 서럽

게 하얀 밤 그녀의 불행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머슴

의 도움에 힘입어 도회지

로 달아나 버렸다. 그 일로 

인해 그녀의 친정 식구들

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모

를 견디다 못해 그믐달이 

떠오르기 전에 그녀처럼 

짐을 쌌다.

봇짐 장사를 하며 이 마

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

는 박 노인이 다리를 놓아 

그녀는 부잣집 외며느리로 

들어갔다. 일찍 혼자가 된 

시할머니와 청상인 시어머

니, 두 과부가 큰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결혼 첫날

부터 병약한 남편과는 별

거하였다. 메밀꽃이 안개

처럼 피어오르던 밤, 마을

에서 떨어진 곳에 기거하

던 신랑이 색시를 찾아왔

다. 시댁 어른들은 신랑이 

각시를 못 만나게 서둘러 

돌려보냈다. 가을걷이가 

끝난 노곤한 밤 눈썹 빠진 

신랑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의 두려움은 하늘에 

달했다. 스무 살도 안 된 

어린 그녀는 곁에서 지켜

주던 머슴과 열여섯 촉 전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도

회지로 새 삶을 찾아 떠났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자연스

럽게 짝을 만나 서로 아껴

주며 잘사는 것이 대부분 

부모의 바램일 것이다. 요

즘 젊은이 중에는 선뜻 결

혼을 하려고 들지 않는 사

람이 많다고 한다. 어쩌다 

들은 가슴 아픈 지난 시절 

이야기 때문은 아니지 싶

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

도 이유가 될 것이다. 한 

몸 건사하기도 팍팍한데 

배우자와 자식까지 거느리

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지금이 좋으면 영원히 오

지 않을 미래를 위해 오늘

을 희생하고 싶지 않을 수

도 있겠지. 일인 가구가 자

꾸 늘어간다. 혼밥, 혼술이 

더는 어색하지 않은 것이 

요즘 세상이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가는 세태에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나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다. 

심한 흉년에 입 하나 덜

기 위해 병든 남편에게 시

집간 그녀가 밤에 외롭게 

핀 달맞이꽃 같아 애잔하

다. 갇힌 사회를 만나 인습

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유

리 조각을 삼키고도 광대

처럼 웃어야 하는 천형인

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자

신 때문에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부모, 형제, 

조카들이 낯선 도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디

딤돌이 되어 주었다. 반세

기가 넘도록 현수교처럼 

자신의 두 팔로 기둥을 팽

팽히 당기고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품고 살았다. 그

녀가 영겁의 업에 메인 중

생들을 위해 절을 지으면

서 두 손을 모으고 기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름

난 사찰에 한숨으로 일구

어낸 재물을 쏟아 부어 세

월의 더께를 걷어내고 옛

날의 모습이 재현되었을 

때 자신의 꽃다운 시절이 

되살아난 듯 감회가 컸을

까. 

내가 밟는 사찰의 산 그

림자 안에 그녀의 아픔이 

꿈으로 남아 있다. 하얀 수

의 한 벌 없이 스님처럼 가

버린 그녀.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쌓아온 관습이란 철옹성을 

여린 가슴으로 녹여낸 먼 

친척 할머니께 늦었지만, 

홍살문 대신 희망의 파란 

대문 하나를 세워 드리고 

싶다.   

파란 대문
산문광장

송조안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원

‘또 하나의 별을 노래하자’... 동포 청소년들, 조국 위한 선열들 희생 추모
광복회 호주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서, 각 동포단체 관계자들 한 자리에

올해로 82회를 맞는 순국선열의 날 추모식
에서 광복회 호주지회 황명하 회장(왼쪽)과 
홍상우 총영사(오른쪽)가 헌화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 : 광복회 호주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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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화해할 수 없는 세

계관의 전쟁이었다. 대화와 

소통을 하면 할수록 평화는

커녕 뜨악해지는 문제였다. 

어쩌면 침묵과 냉전이 최소

한의 평화를 위한 최선이었

는지도 모른다. 여린 속살을 

찢고 나오는 가시같은 대화

가 매일 아침 반복됐다. 

“좋은 그릇에 뜨거운 죽 

많이 담으면 깨져요.”

“뜨거운 죽 많이 담는다

고 깨지면 좋은 그릇이 아니

지.”

남자는, 아니 남자의 위장

은 오트(귀리)를 사랑했다. 

몇 년째 오트죽으로 아침 식

사를 해오고 있었다. 죽을 

끓여도 오돌도돌 씹는 맛이 

살아 있는 스틸컷(steel cut) 

오트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롤드(rolled) 오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세 영국

에서는 오트를 말 사료로 썼

다는 말을 듣고는 그 말들을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는 얼

마 전 물혹 하나 없이 깨끗

하게 나온 위대장 내시경 검

사 결과를 다 오트를 장복한 

덕분이라고 철썩같이 믿었

다. 남자는 오트와 콩, 퀴노

아, 치아시드, 블랙 라이스 

등 잡곡들이 작은 냄비에 담

긴 채 바글바글 끓는 소리를 

좋아했다. 냄비가 눋지 않도

록 가끔 숟가락으로 저어주

기만 하면 건강은 식은 죽 

먹기였다. 

문제는 죽을 담을 그릇이

었다. 양념이나 간을 전혀 

하지 않는 무미(無味) 죽이

라 되도록 품격 있는 그릇에 

담고 싶었다. 여자가 애지중

지 하는 빌레로이앤 보흐

(Villeroy & Boch) 그릇 세

트 중 하나를 무단으로 차출

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안성맞춤이었다. 이국

적 동화 그림 문양이 산뜻한 

느낌을 주었다. 비록 중세에

는 가축 식량이었는지 모르

지만 오트는 이런 그릇에 담

기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었

다. 

자신이 아끼는 그릇 하나

를 쑥 뽑아 마구 사용하는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

길은 곱지 않았다. 못마땅한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불안

했다. 아침마다 무지막지하

게 끓어대는 오트죽을 보면

서 자신이 아끼는 그릇이 감

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됐다. 

여자는 20년 넘게 부부지정

을 나눈 남자의 건강보다 그

릇의 안위를 더 염려하고 있

었다. 

“혹시나 깨지지나 않을

까? 색이라도 바래면 어떡

하지?” 

여자는 참다못해 참아왔

던 말을 내뱉었다. 막그릇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아끼

는 그릇을 사용할 필요가 있

느냐? 내용물에 걸맞는 그

릇이 따로 있는 법인데 오트 

잡곡죽 따위가 넘볼 물건이 

아니라고… 

여자의 불같은 불만은 오

트를 숭상하는 남자의 마음

을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

혔다.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

릇은 형식일 뿐이다. 먹을 

수도 없는 그릇 따위를 영험

한 효력을 가진 곡물과 비교

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릇 하나를 둘러싸고 남자

와 여자의 세계관은 두 자루

의 비수처럼 끝과 끝을 마주

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

다. 

어느날 남자의 죽그릇을 

유심히 살피던 여자는 문득 

가느다란 실선을 발견했다. 

머리카락이 묻었나 싶어 자

세히 보니 흐릿한 금이 아닌

가. 손끝으로 살짝 문지르니 

분명 미세한 홈까지 감지됐

다. 그토록 불안했던 일이 

터지고야 만 것이다. 함부로 

뜨거운 죽 담지 말라고 수없

이 당부했건만 소중한 금 같

은 그릇을 끝내 금 간 그릇

으로 만들어버렸다. 여자는 

자신의 심장에도 날카로운 

금 하나가 그어진 듯 비통해 

했다. 

“멀쩡한 그릇을 찐따로 

만들고 나니 속이 시원해?” 

여자의 금 간 가슴 속으로

부터 몇 년간 축적된 분노의 

마그마가 분출했다. 

남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뜨거운 죽을 

자주 담아도 본차이나 도자

기 그릇에 금이 가다니. 혹

시 짝퉁 아냐? 이런 불경한 

말이 불쑥 나오려다가 쏙 들

어갔다. 성난 용가리가 된 

여자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울했다. 오트죽과 

그릇의 금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온

통 불바가지를 뒤집어 쓴 셈

이다.  

남녀관계는 과학과 논리

가 아니라 의심과 속단이 지

배한다. 항변과 설득보다 냉

소와 포기가 평화를 향한 유

효한 수단일 때가 많다. 

불바람이 한번 지난 다음

에도 남자는 끄떡없이 금 간 

그릇으로 오트죽을 담아 먹

었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보

며 완벽한 그릇 세트가 망가

진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어

야 했다. 

완벽은 그 완벽이 깨어지

는 순간 분노를 촉발한 후 

그 분노가 식으면 증오가 되

고 증오가 깊어지면 포기를 

거쳐 무관심을 낳는다. 금 

간 그릇에 대한 여자의 마음

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한

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내더

니 나중엔 구출을 포기한 아

군 포로처럼 그릇을 바라보

는 눈길이 냉정해졌다. 뜨거

웠던 열정이 좌절과 버무려

져 차가운 외면으로 바뀐 것

이다. 

여자가 싸늘하게 식어가

는 동안 금 간 그릇에 대한 

남자의 실효적 지배는 공고

해졌다. 더 이상 여자의 것

을 빌려 쓰는 처지가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이라는 주인의

식이 생겼다. 그릇에 자리잡

은 희미한 금마저 영광의 흉

터로 보였다. 금 간 그릇은 

매번 펄펄 끓는 오트죽 공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남자의 내장이 황금

의 승리를 거두는데 일등공

신 역할을 했다. 또한 부부

간에 벌어진 세계관 전쟁에

서 남자가 힘겹게 판정승을 

거둔 사실을 확증하는 전리

품이기도 했다. 

금 간 그릇은 오늘도 금 그

릇의 위용으로 남자의 아침

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금

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 9

정동철 / 변호사

지난 60년간의 호주와 

한국간 국가적 교류를 살

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마

련됐다.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양국간 수교를 기념해 스

트 라 스 필 드  카 운 슬

(Strathfield Council)과 

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홍

상우)이 준비한 이번 사진

전은 수교 이후 양국의 문

화교류에 대한 역사적 이

해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

올해는 또한 한인동포 

다수 거주 지역이자 비즈

니스 중심이기도 한 스트

라스필드와 한국 가평군이 

자매결연 관계(2011년 8

월)를 맺은 지 10년이 되

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 사진들은 

60년간 무역, 교육, 과학 

및 예술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풍부한 협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구성됐

다. 호주의 한국전 참전으

로 시작된 양국의 오랜 우

정을 기념하고 소중한 역

사와 함께 국가 및 지역 차

원에서 보다 긴밀하게 호

혜적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미래를 기약

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전 시 회 가  열 리 는 

‘Strathfield Council 

Library & Innovation 

Hub’는 가상현실 기반의 

사실적 콘텐츠를 활용, 디

지털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신중하게 엄선한 사진들을 

전시했다. 

전시회 관련 정보는 다

음과 같다.

-일정 : 11월 22일부터 12

월 13일까지

- 장 소  :  S t r a t h f i e l d 

C o u n c i l  L i b r a r y  & 

Innovation Hub(65–67 

R o c h e s t e r  S t r e e t , 

Homebush)

-기타 : 디지털 사진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카운슬 웹사

이트의 관련 페이지(www.

strathfield.nsw.gov.au/

council/sister-city)에서 온

라인으로 볼 수 있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시드니총영사관, ‘호-한 수교 60주년 사진전’ 마련
홈부시 소재 ‘Library & Innovation Hub’에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호주와 한국간 60년에 걸친 문화적 교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가 
‘Strathfield Council Library & Innovation 
Hub’에서 개막, 내달 13일까지 이어진다. 사
진은 1954년, 부산에 개점한 ‘호주양복점’ 풍
경. ‘Christian Review’에서 제공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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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Gold Coast, 

Queensland)에 거주하는 

켈 리  캠 벨 ( K e l l i e 

Campbell)씨는 남편이 해

외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유닛을 포

기하고 밴(van) 차량에서 

거주하고자 길을 떠났다.

현재 50세로, 예전에 남

편과 함께 1년가량 밴을 타

고 이동하면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그녀는 ‘

일’을 위해 남아프리카공

화국으로 가는 남편의 결

정으로 혼자서 밴 여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캠벨씨는 “밴을 타고 여

기저기를 떠돌면서 좀더 

자유로워지고 또한 갖가지 

공과금에 얽매이지 않을 

좋은 기회”라면서 “나 

자신의 삶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통계청(ABS)은 얼

마나 많은 이들이 밴을 타

고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올해 수

치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 

등록되어 있는 캐러밴 및 

캠퍼밴 차량은 77만2,627

대에 이른다. 이를 호주 전

체인구와 비교하면 약 30

명 당 밴 차량 한 대가 등

록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또한 밴 여행이 보편화되

어 있음을 뜻하는 수치이

기도 하다.

실제로 캠벨씨처럼 밴 차

량에서의 생활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van life’ 증가 배경에는 
재정적 요인이 있다

아라 스튜워트(Aarha 

Stewart)씨는 현재 7년째 

버스에서 살고 있다. 현재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지역

은 남부호주 주 와이알라

( W h y a l l a ,  S o u t h 

Australia)이다. 올해로 59

세가 되는 그녀가 유일한 

가족(?)인 애완견 더스티와 

함께 버스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재정 문제에 있다.

스튜워트씨는 “건상이 

좋지 않아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주택을 마련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버스에서 생활하

며 멋진 장소를 방문하고 

계절에 따라 기온이 따스

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새

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등 

혼자서 밴 생활을 하며 얻

게 되는 이점도 많다고 털

어놓았다. 

캐러밴이나 캠퍼밴을 이

용해 혼자 여행하는 여성

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온

라인 모임 공간도 생겨났

다. 

캔디 켈리(Candi Kelly)

씨는 지난 2017년 페이스

북(Facebook)에서 ‘Solo 

W o m e n  C a m p e r s 

Meetups’을 시작했다.

브리즈번(Brisbane)에 기

반을 둔 켈리씨는 이 온라

인 커뮤니티가 회원수 1만

2천여 명으로 커졌다고 소

개하면서 “내가 ‘돈 많

은  베 이 이  붐  세

대’(cashed up baby 

boomers)라고 부르는 회

원들이 많고 또 그 연령대

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아가는 여성들이 다수”라

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솔

로 여성들이 길 위에서 생

활하며 장기 여행을 하려

는 매우 강한 움직임을 발

견했다”고 덧붙였다.

싱글 ‘van life’ 여성들의 
온라인 모임도 생겨나

올해 63세인 켈리씨에 따

르면 싱글 여성들이 ‘van 

life’를 선택하는 배경에

는 관계의 단절, 자녀들과

의 거리감, 불안과 우울들

의 정신건강 상태라는 요

인이 자리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호주 곳곳을 여행하려는 

이들이고, 또 모험을 할 준

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라는 켈리씨는 “현재까

지 싱글로 살아왔거나 남

편과 헤어진 이들, 또는 자

녀가 독립함으로써 혼자서 

장기간 어딘가를 떠돌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

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켈리씨는 많은 솔로 

여성들이 이 온라인 커뮤

니티(‘So lo  Women 

Campers Meetups’)를 통

해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호주에서도 개

봉된 영화 <노마드랜드

>(Nomadland)는 경제적 

이유로 홀로 남게 된 뒤 작

은 밴 차량을 타고 낯선 길 

위의 세상으로 떠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내 

2021년 93회 미국 아카데

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

우주연상, 감독상을 차지한 

작품이다.

켈리씨는 이 영화에서 주

인공 ‘펀’(F rance s 

McDormand 분)이 보여준 

이야기가 호주 여성들에게

도 큰 자극이 됐다고 털어 

놓았디. “여성 전사들처럼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을 갖게 됐다”는 것

이다.

켈리씨는 솔로 여행을 계

획하는 여성들에게 이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

고할만한 정보와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

개했다. 차량에서 생활하는 

만큼 배터리, 태양전지판 

발전기, 또 어떤 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등

에 대한 조언이 제공된다.

그녀는 또한 처음 솔로 

여행을 시작하는 여성들에

게는 며칠 또는 일주일 일

정으로 소규모 도시에 머

물며 생활해보는 것이 좋

다고 권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먼 지역에서 장기

간 체류하며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체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밴 차량에서의 장기간 생활 선택하는 호주 여성들 증가... 그 이유는
경제적-정신적 요인 등 다양, 싱글 여성 여행자들만의 온라인 모임도 생겨나

싱글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van life'가 늘어나고 있다. 작은 밴 차량을 이용,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솔로 여행자들 가
운데 특히 여성들의 두드러진 증가는 최근의 일이다. 사진 : vacay 밴

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등록된 캐러밴 또는 밴 차량은 77만 대가 넘는다.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약 30명 당 한 대가 있는 셈이다. 사진 : IMDb

올해 미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수상한 화제의 영화 <노마드랜드>(Nomadland)는 호주 싱글 여
행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는 평이다. 사진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프란세
스 맥도널드(Frances McDormand)씨. 사진 : I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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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

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며 평생

을 함께 하자고 서약한 부부가 시

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나빠지고 

갈등이 가득한 부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다. 어

릴 때부터 완전히 다른 두 가정에

서 자란 부부가 갈등이 없다는 것

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나 그 갈등

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서 이제는 절망하고 나중에는 포

기하기까지 하는 부부들을 바라보

면서 무엇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님의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

활을 경험한 젊은이들 중에는 결

혼을 시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

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된다.  

한 남자는 너무나 인물이 훤칠하

고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부

드러운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 결

혼 생활을 부모 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 너무 너무 조심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이것, 저것

을 재느라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

고 반복해서 헤어지는 것을 선택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

버지를 닮아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자신도 비슷한 삶의 경로를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만남만 반

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시

절 첫 사랑에 실패한 아픔이 커서 

그 이후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결혼을 했더라면 자녀가 

대학에 갔을 나이가 되도록 혼자

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

다.

결혼을 했지만 갈등을 지속적으

로 겪고 있는 부부나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청년이나 비슷

한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역기능 가정

에서 형성된 삶의 패턴과 사고방

식이 현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 경

험한 두려움이나 아픔이 새로운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

워하게 만들거나 그 때 경험한 고

통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대인 

관계의 형태가 굳어져서 성인의 

새로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린 시절의 '애

착' 이라고 하는 이슈가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

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된

다.  자신을 키워준 주 양육자로부

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

던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거

나 타인을 믿지 못함으로 안전하

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잘 하

지 못하게 되는데 용기를 내어 한 

번 시도한 관계가 실패로 돌아갈 

때 자신의 믿음은 더 확고 해져서 

더 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 안에서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며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더 장기적인 관

계의 헌신으로 나가기 전에 관계

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관계안에서 

거리를 두고 외롭게 만들거나 아

니면 관계안에서 늘 쫓아가는 역

할을 하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으로 감정적 조절을 하지 못해 애

증의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불안감

을 많이 경험하며 남자에 대한 신

뢰가 없이 살아온 한 여자분이 결

혼 후에 남편이 자신이 기대한 사

랑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남편에게 잔소리와 분노를 쏟아내

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

심과 사랑을 주기를 바라나 남편

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내로부터 더 도망을 가게 된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만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모든 관계들은 발전되어지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꼭 폭풍우를 경험하게 된다.  처음

에는 서로의 매력에 끌려서 서로

에게 다가가고 좋은 모습을 보이

다가 조금씩 친해지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씩 더 보여주

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점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싸우

게 되는 것이 커플 또는 친한 관계

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

연히 겪게 되는 부분이다.  그런

데, 건강한 부부들은 갈등을 두려

워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며 건

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부

부들은 갈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

을 닫게 되고 한 쪽이 도망을 가게 

되거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서 

회복이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된

다.   앞에 나오는 청년들은 갈등

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어린 시

절에 있었기에 그 갈등을 만나기 

전에 피해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

들이다.

20년간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온 필자는 갈등이 있는 부부들

은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

다.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 갈등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에

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장기화시켜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부부에게 또

는 커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장기화된 갈등은 반복

된 상처를 서로에게 주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급기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관계의 회복

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 부부는 

회복의 여정을 더 이상 시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갈등의 해소가 반복적으

로 안되는 부부들은 그 갈등을 그

대로 방치해서 두지 않고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나가

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부 사이에 

해결이 안되면 상담사를 만나고 

부부 솔루션 캠프 같은 곳에도 참

석하고 노력을 통해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암도 조기 발견을 하면 완치가 

가능한 것처럼 부부 관계도 마찬

가지다. 초기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평생 좋은 커

플로 살아갈 수 있고 이 갈등을 계

속 방치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혼 관계가 점점 나빠질 수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일찍 손을 쓰는 

노력이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대부분의 강한 갈등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어린 시절에 

형성된 관계 패턴이 작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

기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

라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

자의 도움을 통해 부부 갈등을 객

관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이 

서로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일 수록 배우는 것이 그리고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쉬

울 수 있기에 조기 개입이 중요하

다.  그러므로 갈등있는 부부들은 

조기에 도움을 받음으로 갈등이 

잘 해소되어 친밀하고 행복한 커

플 관계를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부부의 갈등은 정상, 조기에 처리하라김훈 칼럼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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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화이자 사는 5~11세 아

동 대상 임상시험에서 자

사 백신이 COVID-19 바

이러스에 대해 90.7% 보

호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지난 11월 14

일, 그렉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

뷰에서 화이자 사의 임상

시험 대상이 2,268명의 어

린이로, 성인 임상시험 규

모에 비해 크게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연방정

부에 백신 관련 자문을 제

공 하 는  전 문 가  패 널 

‘Australian Technical 

A d v i s o r y 

Group’(ATAGI)가 접종

에 따른 지침을 내리기 전, 

더 많은 관련 정보를 기다

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들에게 COVID-19 
백신은 위험한가= 미국 의

료규제 당국인 식품의약국

( F o o d  a n d  D r u g 

Administration. FDA)은 

화이자 백신의 이점이 

5~11세 아동에 대한 바이

러스 위험에 비해 “분명

히 더 크다”고 밝혔다.

화이자 사의 임상시험에

서 이 연령대 아동 중 심근

염(myocarditis)과 심막염

(pericarditis)으로 알려진, 

드문 심장염증 부작용을 

경험한 어린이는 한 명도 

없었다.

FDA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의 아동들이 12~15

세 연령층과 유사한 심근

염 사례를 보이더라도 

COVID-19 감염으로 입

원할 확률은 더 크다는 결

론을 내렸다.

6~11세 사이 아동을 대

상으로 한 모더나 사의 초

기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

면, 이 백신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증명됐다.

▲ 호주는 아동 접종이 준
비되어 있나= 정부는 TGA

가  접 종 을  승 인 하 고 

ATAGI에서 접종 방법을 

제시하면 화이자 백신을 

출시한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현재 TGA는 

아동 대상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백신 용량을 평가

하고 있으며, 연방 보건부

는 이 평가가 백신과 관련

해 ‘우선적으로’ 진행되

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승인이 된다면, 호주는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달리 

12세 이상 어린이 및 청소

년에게 접종하는 백신 용

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마이크로그램의 화이자 

백신을 투여할 것으로 보

인다.

미국에서는 소아용 바이

알(vial. 의약품 용기)의 용

량, 희석 요구사항, 보관조

건이 10대 또는 성인용과 

다르다.

연방 보건부는 호주가 

화이자 사와 맺은 계약의 

일환으로 이 바이알 중 일

부를 이미 구매한 상황이

다.

호주의 백신 출시를 책

임지는 호주 방위군 존 프

레웬 중장(Lieutenant 

General John Frewen)은 

최근 ‘Nine Network’ 

사 발행의 신문과 가진 인

터뷰에서 학교에서 아동에

게 접종할 수도 있지만 현

재는 GP, 약사, 정부 운영

의 백신 클리닉에서 투여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

다.

▲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TGA가 5~11세 아동을 위

한 백신접종을 승인하면, 

이후 백신 자문그룹인 

ATAGI는 자체 평가를 실

시한다. 보건부 헌트 장관

은 “이 과정은 내년 1월

경으로 예상한다”고 말했

다. 

야당 내각 보건부 담당

인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의원은 “가장 어

린 나이의 호주 인구를 위

해 현 정부가 얼마나 많은 

백신을 확보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공급 계약을 맺었

다고 말하지만 헌트 장관

은 호주의 모든 부모들을 

위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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