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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507일 만에 국경 

개방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COVID-19 변이 바이러스

인 ‘오미크론’(Omicron)

으로 인해 일부 제한 규정이 

다시 시행됐다.

연방정부는 지난 11월 27

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

롯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

인된 주변 지역 9개 국가에

서 체류했던 호주 시민의 입

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27일) 남아프리카를 

출발에 NSW 주로 입국한 2

명의 여행자가 오미크론 변

이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  세 계 보 건 기 구

(WHO)는 오미크론을 ‘우

려 변이 바이러스’(variant 

of concern)로 규정한 상황

이며, 시드니대학교 전염병 

학자인 알렉산드라 마르티

니크(Alexandra Martiniuk) 

교수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경고했다.

일부 국가 대상 국경 봉쇄,
전염병 학자들 지지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

임자인 폴 켈리(Paul Kelly) 

박사는 오미크론에 대해 이

전의 ‘우려 변이 바이러

스’와는 “매우 다르다”

면서 “물론 현재로서는 더 

심각하거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멜번대학교 글로벌 공공

보건대학원인 ‘Melbourne 

School of Population and 

Global Health’의 낸시 백

스터(Nancy Baxter) 학장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경 봉쇄는 ‘어려운 조

치’이지만 지금까지 오미

트론에 대해 알려진 것을 감

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

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세계 전염병 학자들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COVID 변이에 비해 더 점

염성이 강한지, 현재 나와 

있는 백신에 더 내성이 있는

지를 연구하고 있다.

▶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전 세계 긴장시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델타’만큼 확산될까...
전염병 학자들, ‘영향’ 파악 중... “백신접종만으로 안도해서는 안 된다” 강조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COVID-19이 새 변이인 ‘오미크론’(Omicron)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번 변이의 출현은 아프리카 
지역의 낮은 예방접종 비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남아프리카의 한 백신접종 현장.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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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백스터 학장은 “우리 모

두가 ‘델타’ 변이를 생각

해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기

반으로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좋았을 것”이

라며 “남아프리카 지역에

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

이 실제로 델타 변이보다 훨

씬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에 

대적할 만한 델타 변이가 시

들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인

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미트론 변이 바이러스

는 이스라엘과 벨기에에서 

발병 사례가 감지된 데 이어 

드른 국가로 전파되는 상황

이다.

새 변이 출현, “남아프리카의 
낮은 백신접종률 드러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

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라 

한 목소리로 빈곤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COVID-

19 백신접종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나시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Monash University 

Malaysia)의 전염병 전문가

인 비노드 발라수브라마니

암 ( V i n o d 

Balasubramaniam)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막

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

고 말했다.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특히 오미

크론의 출현을 계기로 

‘COVID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포기’를 언급한 상

황이다.

발라수브라마니암 교수는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의 

신체 안에서 번식할 때마다 

변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

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

다”면서 “이는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같은 임의의 과

정”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이 굴릴수록 새로운 변이

가 나타날 확률도 높아진

다“는 것이다.

마르티니크 교수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주변 국가 당국이 오미크론 

출현을 주목하고 전 세계에 

경고하는 등 ‘좋은 감시’

을 해 준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런 일(새로운 변이의 

출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는 길은 전 세계인이 백신을 

접종받는 것”임을 강조했

다. 그러면서 그녀는 “불행

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부유

한 국가들이 높은 예방접종

에 이어 부스터샷을 시행하

는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경우 주변 아프리카 국가

들에 비해 높은 접종률을 보

임에도 불구, 전체 성인인구

의 접종 비율은 약 40%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 12

억 명 이상의 인구 가운데 

두 차례의 백신접종을 마친 

비율은 8%에도 미치지 못

한 상황이다. 심지어 WHO

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의료분야 종사자 4명 중 1

명만이 예방접종을 마친 상

태이다.

WHO의 아프리카 지역 

담당인 맷시디소 모에티

(Matshidiso Moeti)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일선 의료분야 종사

자들이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 질병을 억제하

려는 노력은 역풍을 맞은 위

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지역 의

료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안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

호주의 높은 COVID-19 

예방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에 안도해서

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마

르티니크 교수는 “접촉자 

추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몇 주가 소

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Melbourne School of Population and Global Health’의 낸시 백스터(Nancy Baxter. 사진) 학
장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 "COVID-19 전염병 기간 내내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
해 취해진 조치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백신을 투여받는 것 외에도 이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 : Melbourn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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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호사란 인간의 존엄성 

(human rights), 평등(equality), 

민권(civil rights)에 관련한 케이스

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를 가르킨다.   모든사람들은 자신

의 사생활, 안전, 건강에 대한 기

초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행되도록 일하는 사람들

이다.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밟아

야할 절차가있다.

1. 일단 법대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2. 법대 재학중 다른 학위나 

자격증 취득같은 스펙보다는 인턴

이나 자원봉사로 사회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3.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발이

라도 들여놓을수 있다면 좋은 경

험을 얻게된다.  

4. 법대졸업후 변호사 연수과

정과 Practical Legal Training 을 

마쳐야 한다. 

5. 4번 조건을 충족하고 변호

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6. 취업을 해야할것이다.  이

것은 말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쉽다.  학업에 정진했던 의지로 못

할것이 없다.

7. 계속해서 배움과 기술연마

에 정진한다.  설득력, 웅변, 모두 

기술이다.  판사들이나 배심원들, 

검사나 정부변호사들에게 밉보이

지 않으면서 자기 신념을 굽히지

도 말아야한다.

호주에서는 정작 인권 추구를 도

모하는 변호사들은 많으나 자칭, 

타칭 인권변호사는 많지않다.  이

민자, 원주민, 노동자, 성소수자들

의 ‘낙원’ 이면서 인신매매도 

범람하는 호주에서는 인종차별, 

언론의 자유, 난민, LGBT라는 사

람들, 정부주택 거주자들, 노동자

들의 권리를 지향하고, domestic 

abuse, 경찰, 교도관, 성직자들의 

만행들로부터의 피해자들을 대변

할 기회가 아직도 너무 많다.

인권변호사를 Human Rights 

Lawyer 라 부른다고 모든 Human 

Rights Lawyers 들이 Humane (

인간적)이지 않고 Non Human 

Rights Lawyers 들이 Humane 하

지 않는것도 아니다.

인권변호사들도 일반 변호사들

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글로 적

고, 법률조언하고, 진술서를 작성

하고, 판례와 법을 연구한후 소장 

작성, 법정변론, 합의협상, 법제정

에도 한몫을 한다.  그 외 추가 업

무로 인권침해 발생시 발벋고 나

서야 하고, 대중의 호응을 모으고

자 시위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과 상호협력해서 사회

변화를 재촉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돈과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심지어 반

비례하기까지 하다.  학교, 학원, 

법대에서 로펌으로 직행하는 가문

의 영광을 기대하는 젊은이들에게

는 매력적일수가 없으나 나중에라

도 괜찮다.  평생을 고집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에 그렇다.  지속적인 

지식 취득과 기술 연마가 중요하

다.

Human  R i gh t s  변호사를 

Benevolent 변호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필요한 

사람은 둘다 아니고 유능한 변호

사이어야 한다.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인 권 변 호 사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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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 적  조 력  죽

음’(voluntary assisted 

dying)이 NSW 주에서 합

법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6

일(금), 52명 의원의 찬성

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32

명이었다. 

이날 의원 투표에서는 

집권당 수장인 도미닉 페

로 테 트 ( D o m i n i c 

Perrottet) 주 총리를 비롯

해 야당인 크리스 민스

(Chris Minns) 노동당 대

표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

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4일간의 마라

톤 토론 끝에 찬반에 붙여

져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거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

과되었으며, 투표 전에 

150개 이상의 수정안이 

심의됐다.

이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상원의원(무

소속)은 심의된 수정안 가

운데 42개 항목만이 승인

됐다고 밝히면서 “모든 

적대적 수정안은 설득력 

있게 부결됐으며 통과된 

수정안은 이 법안을 지지

하는 의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타

냐  데 이 비 스 ( T a n y a 

Davies) 의원은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수정안이 

적대적’이라는 그린위치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며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하

는 의원들에게 우리의 노

력은 그 반대라는 것을 확

신시키고 싶다”고 말했

다.

통과된 수정안 가운데는 

‘자발적 조력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의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이 포함

됐다.

하원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 법안

은 이제 상원에서 다루게 

된다. 상원위원회는 공개 

제출(public submissions)

과 심의회 개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심의는 

주 의회가 2022년 2월 재

개되기 전 완료되어야 법

안이 논의되어 상원 의회

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

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의 

표결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안이 하원 의

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발적 조력사를 지

지해온 시민단체 ‘Dying 

with Dignity NSW’의 페

니 해켓(Penny Hackett) 

대표는 “매우 안도한다”

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해켓 대표는 “지난 50

년간 법 개혁을 위해 캠페

인을 벌여온 우리 지지자

들은 긴 터널의 끝에서 빛

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

는 NSW 주의 모든 환자들

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

로 삶의 종말을 선택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를 상

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란을 빚으며 법이 제정되지 못한 ‘자발적 조력 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에 대한 법안이 NSW 주 의회에 상정돼 하원을 통과했다. 4일간의 긴 토론 끝
에 많은 부분이 수정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
다. 사진 : Pixabay / sabinevanerp

논란 많은 ‘자발적 조력 죽음’, NSW 주에서 합법화 가능할까...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 상정 법안, 52 대 32로 하원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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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발

생한 COVID-19 바이러스

의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가

운데 호주 정부가 해외 유

학생 및 일부 국가 여행자 

입국을 2주 연기한다고 밝

혔다.

연방 내무부 카렌 앤드류

스(Karen Andrews) 장관은 

지난 달 22일(월), 호주 국

경제한 완화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 

기술취업 소지자들에 대해 

12월 1일부터 여행면제를 

요구하지 않고 입국을 허용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

기에는 한국 및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도 포함됐

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

국에서 확인된 새 변이 바

이러스(‘Omicron’)가 빠

르게 확산됨에 따라 연방 

내각은 지난 29일(월) 밤 

긴급회의를 갖고 국제학생, 

숙련기술 근로자 및 일부 

국가 여행자 입국 허용을 2

주 연기해 12월 15일부터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

련, 호주 주요 대학을 대표

하는 ‘Group of Eight’

의  비 키  톰 슨 ( V i c k i 

Thomson) 대표는 “불행

한 결정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 동안 ‘Group of 

Eight’를 비롯해 호주의 

각 대학은 해외 학생들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노력해 

왔다.

톰슨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로 입국

하지 못하는 전 세계 3면여 

명의 국제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하

면서 “현재 모든 결정이 (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

이며 크리스마스 전에는 좋

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역 요구사

항과 함께 해외 학생들의 

입국이 추가로 지연되면 새

해 첫 학기를 시작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톰슨 대표는 “수많은 국제

학생들의 복귀가 지연되는 

것은 각 대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접객 서비스 및 소매업계에

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9일(월) 세

계보건기구(WHO)가 ‘우

려 변이’로 공식 분류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

다. 모리슨 총리는 전날 성

명을 통해 “우리(호주)는 

COVID-19 바이러스는 물

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위치에 있

음을 확신할 수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현재 전염병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

타’(Delta) 변이에 비해 전

염력이 더 강한지, 이전 균

주에 비해 보다 심각한 질

병을 초래하는지, 또한 기

존 백신에 대한 반응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해외입국 연

기를 ‘일시적 중단’이라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호

주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 

RCA)는 “호주로 들어오

고자 하는 수천 명의 난민

과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CA의 폴 파워(Paul 

Power) 대표는 “지난해 3

월 국경 폐쇄 이전에 비자

를 받은 4천 명 이상의 난

민들이 수용소의 가혹한 환

경을 견뎌내고 있다”고 우

려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COVID-19의 
또 하나의 변이인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정부가 12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한 국제학생 및 근로자
들의 입국을 2주 연기했다. 사진은 시드니 소
재 NSW대학교 교내. 사진 : NSW대학교

유학생 및 여행자 호주 입국 허용, '오미크론 변이'로 2주 연기
12월 1일 입국 허용에서 12월 15일부터로... 정부, “일시적 중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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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대통

령 선거를 통해 재외국민 

권익 행상과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

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

적인 동참을 호소합니

다.’

한국 정부가 외국에 거주

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투

표권(총선 및 대선에 한해)

을 부여한 이후 대선과 총

선 등 다섯 차례의 선거에

서 높지 않은 투표율을 보

인 가운데 내년 3월 치러

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에서 호주 지역 재외국민

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포단체들이 발 벗

고 나섰다. 

이달 마지막 날인 30일(

화), 시드니를 비롯해 호주

지역 10개 한인회, 시드니 

기반의 7개 한인단체 및 6

개 향우회가 참여한 ‘재

호주 재외국민유권자연

대’(공동대표 백승국-형

주백. 이하 ‘호주유권자

연대’)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8일로 마감

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적극 권유하고 또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

되는 투표에도 참여하도록 

유도, 전 세계 한인 재외동

포 커뮤니티의 공동의 목

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

다.

이날 백승국 공동대표(대

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는 인사말을 통해 “의무

라는 전제 하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

제한 뒤 “재외 선거는 재

외동포 전체의 권익신장을 

위해 꼭 참여해야 한다”

며 “그 동안 재외 선거 도

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지켜내고 향후 재외 선거

의 편의성과 재외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이번 선거

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재외

동포 사회 전체의 권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선거

참여”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참여한 호주 내 

10개 한인회 가운데 하나

인 시드니한인회 강흥원 

회장도 “모국 정부 정책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적인 힘은 총선과 대선에

서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라며 “호주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18세 이상 재외

국민 모두가 이번 20대 대

선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연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드니 한인사회에서 재

외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인 첫 활동은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년 4월 15일)를 기해 2019

년 6월 구성된 ‘2020 재

외국민유권자연대 호주 시

드니’(공동대표 조중길-

이춘효)였다. 호주에 거주

하는 한국 국적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

으로, 이날 새 공동대표 체

제 하에 ‘호주유권자연

대’로 재편성된 것이다.

이날 출범한 호주유권자

연대는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동포 미디어 및 온라

인 매체, SNS 등을 통해 

재외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 인지시키면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

다.

한편 투표권을 가진 재외

국민으로 내년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로 되

어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

을 해야 한다. 이는 시드니

총영사관을 방문 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외선거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이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해 호주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독
려하기 위한 취지로 호주 전역 23개 한인단
체가 참여한 ‘재호주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백승국 공동대표(대양주한
인회총연합회 회장).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호주 지역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동포단체들 앞장서다
‘재호주재외국민유권자연대’ 출범...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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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방역을 위한 

공공보건명령 완화 로드맵 

가운데 백신접종 비율 95% 

도달시의 규정 완화 계획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목) 

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

르면 현재까지 ‘필수’ 사

항이었던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COVID-19 예방접종률

이 95%에 도달하거나 또는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안면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항

공기 기내, 공항 및 예방접

종을 받지 않은 접객업소 

프런트 직원에게만 필요하

다.

이 장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

안해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강하게 권장한 것이

다.

특정 장소 출입을 기록하

기 위한 QR 코드 체크인도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 체육관, 예배 장소, 장

례식장, 미용실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

며 또한 펍(pub), 바(bar), 

등록된 클럽, 나이트클럽 및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

집하는 음악축제 현장 등에

서도 계속된다.

현재 시행되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규정은 폐지된

다. 이로써 모든 비즈니스 

영업장의 고객 밀도 제한은 

더 이상 없다. ‘COVID-

safe’ 계획은 각 비즈니스

의 선택사항으로 바뀌며, 이

는  주  정 부  기 관 인 

‘WorkSafe NSW’에서 

지원한다.

현재 접객 서비스 업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각 비즈

니스의 재량에 따라 고객에

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

공보건명령에 의해 ‘의

무’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

다. 다만 1천 명 이상이 참

석하는 실내 음악축제에서

는 반드시 고객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주 정부가 이 같은 로드맵

을 발표한 지난 25일 현재, 

NSW 주의 16세 이상 적격

인구 중 94.4%가 1차 접종

을, 92.1%가 두 차례의 접

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지난 달 11일(월), 3개월 

이상 이어졌던 광역시드니 

및 주요 지역에 대한 봉소 

조 치 가  해 제 된  이 후 

COVID-19 바이러스 감염

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유지

되어 왔다.

도 미 닉  페 로 테 트

(Dominic Perrottet) 주 총

리는 “NSW 주가 전 세계

에서 백신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위

상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우리는 백신

접종률에서 어느 국가보다 

앞서고 있으며 가능한 빠르

고 안전하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

워할 엄청난 성과”라면서 

“이 같은 제한 규정 완화

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live with COVID’를 실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

로써 각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현재 NSW 주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사람은 거주지 

이외의 장소, 주거공동구역, 

대중교통, 접객 서비스 업소 

및 소매업에서 일하는 동안 

실내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

용해야 한다. 18세 이상 성

인이 이 규정에 따라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

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백신접종률 95% 또는 12월 15일부터 시행
되는 공공보건명령 제한 완화 로드맵 규정으
로, 현재 시행 중인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사진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NSW 보건부의 소
셜미디어 캠페인. 
사진 : Facebook / NSW Health

NSW 주 정부, 접종률 95% 이후의 COVID-19 제한 완화 로드맵 발표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고객 밀도 규정-백신접종증명서 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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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모리슨(Scott Morrison) 정

부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유

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종교적 이

유뿐 아니라 동성애 학생 및 교사

들의 보호를 위한 ‘반 성 차별’

에 대해서도 정부의 즉각적인 행

동을 촉구했다.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 차별을 

막는 규정은 현 모리슨 총리가 공

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이

미 수년 전 초안이 작성된 바 있

다. 

지난 11월 25일(목) 모리슨 총

리는 의회에서 이 종교차별 금지 

법안을 상정하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성적 선호로 인한 차별로

부터 보호받는다는 ‘확고한 자신

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가진 많은 호주인들이 학

교나 기업 내에서 만연된 ‘왕따 

문화’(cancel culture)에 대한 종

교적 보호 부족을 우려하고 있

다”면서 “시크교도(Sikh)가 터

번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목에 건 십자가를 이유로 마론파 

교도(Maronite. 동방 의식을 채용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

파), 직장에서 업무용 책상 서랍에 

기도용 매트를 마련해 두는 무슬

림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가 언급한 ‘cancel 

culture’는 밀레니엄 세대를 중

심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온라인 

‘왕따’ 형상을 말하며, 보다 정

확한 사전적 의미는  ‘공적 인사

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거나 철회

하는 지역사회의 태도’(the 

attitudes within a community 

which call for or bring about 

the withdrawal of support from 

a public figure)로 정의되지만 오

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대

상으로 한 따돌림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지난 2019년 호주 국립사

전센터(Austral ian National 

Dictionary Centre)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법은 종교적 신

념(statements of belief)을 가진 

국민을 기존 국가 차원의 ‘반 차

별법’(discrimination laws)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종교적 신념’이 ‘개인, 집

단을 위협하고 괴롭히거나 비난하

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특정 종교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나 단체는 직

원을 고용할 때 같은 신앙을 가진 

이를 우선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

은 종교적 견해가 어떻게 시행되

는지를 설명하는 명확한 공공 정

책을 세워야 한다.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정부, 동성애 학생 및 교사 등 보호 위한 ‘종교차별 금지 법안’ 발의
“개인의 신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다양한 종교적 전통 보호 강화 취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이 의회에 상정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다른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에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
이다. 사진은 지난 11월 25일, 캔버라 의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사진 중앙)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전 세계 긴장시킨 ‘오미크론’ 변이 바이
러스, ‘덜타’만큼 확산될까...·· 3면

유학생 및 여행자 호주 입국 허용,오
미크론 변이'로 2주 연기…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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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에서 이어받음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신앙과 신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관용과 성숙한 

사회의 산물”이라며 “우리(호

주)는 언제나 그렇듯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내각의 법무 담당인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의원

은 관련 성명에서 “우리 노동당

은 이 법안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

혔다.

그러면서 드레이퍼스 의원은 “

노동당은 호주인들이 종교적 신념

이나 활동으로 인해 차별받지 많

도록 하고자 한 연방정부의 차별

금지 프레임워크 확장을 지지한

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노동당은 당 소속 상-하원 

의원으로 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이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

다는 방침이다.

모리슨 정부는 이날 성정한 이 

법인이 다음 달 첫 주 하원에서 통

과되어 상원에 회부될 것으로 보

고 있다.

대다수 종교단체들은 연방정부

의 이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LGBTIQ(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gender 

diverse, intersex, and queer and 

questioning people) 옹호단체는 

특히 동성애 학생, 종교계 학교 교

직원들에게 어떤 의미일런지에 대

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상정을 발표하면서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의 모든 내용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

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또한 “이 법안에서 그 

같은 내용은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차별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권

당(자유-국민 연립) 내 일부 온건

파 의원들은 지난 2018년 성차별 

법을 변경하여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퇴학 당하는 학

생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대로 모리

슨 총리가 곧바로 행동할 것을 촉

구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 검토를 

이미 언급했지만 자유당 백벤처

(backbencher. 당내에서 주요 직

책을 맡지 않은 평의원) 트렌트 짐

머만(Trent Zimmerman) 의원은 

“너무 오래 시간을 끈다”고 주

장했다. “아직도 학교가 성적 이

유(성 취향, 성 정체성)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게 

짐머만 의원의 설명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하원 의회에 상정한 종교 차별 금지 법안은 지난 2019년 연방 총선에서 모리슨 총리가 내놓은 공약 중 하
나이다. 사진 : Unsplash / Aaron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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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할 일이 생각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써온 습작 수필들 

정리하는 일과 3년 전 써둔 습작 

소설 다듬는 일이었다. 부활절 연

휴 때, 연말 휴일 기간에 정리해야

지 하고 미루어 왔던 일이다. 컴퓨

터 속에 잠자고 있던 수필들을 하

나하나 다시 읽으며 문장들을 재

편성해 보았다...”(‘모든 일은 

더 좋은 일을 위해 일어난다’ 중

에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나 안씨는 

30여 년 전 호주로 이주했지만 문

학의 끈을 놓지 않고 모국과 고향

을 그리워하듯 수필문학의 역량을 

쌓아온 작가이다. 

한국의 월간 문예지 ‘문학시

대’를 통해 문단에 나온 안 작가

가 첫 수필집으로 <흔들리는 돛>

을 출간(해드림 출판사)했다. ‘그

림 속 마음’, ‘황혼 진풍경’ 등 

마흔 다섯 편의 작품 속에는 작가
가 살아온, 또 살아가고 있는 인생 

후반의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으며,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

가면서 가슴 한켠에 남아 있는 모

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

란히 녹아 있다.

작가의 작품을 보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질화로에 

담긴 불씨처럼 사위지 않고 가슴 

깊숙한 곳에 묻혀있음을 느끼게 

된다. 연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인생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 ‘

진작 돌아갈 걸 그랬어’ 하는 

마음과 ‘그냥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굳이 이민

자가 아니더라도 숱한 인생의 질

곡을 견뎌낸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리움

들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한국에 사는 

친구와 긴 전화 통화를 한다. 한 

번도 주거 이동 없이 결혼 때 장

만한 건물 옥상에 과일나무와 화

초들을 기르며 남편과 유복하게 

사는 친구다. 친구는 작가를 부

러워하지만 작가는 정해진 시골 

버스를 타고 늘 다니는 길을 오

가며 평화롭게 지내는 친구의 생

활을 부러워한다.

작가는 자신이 멋지게 산 것인

가, 축복받은 삶인가 되짚어 본

다. 30년 이민 생활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되나 ‘잘’ 살

았다고까지는 아니다. 속이 빈 

강정처럼 뭔지 모를 외로움 속에

서 두서없이 지내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다 작가는 고교시절, 국어 

선생님의 말을 떠올린다. “잔디

밭에 서면 내가 서 있는 잔디는 듬

성듬성하고 먼 곳을 바라보면 그

곳은 잔디가 푸르러 그곳으로 달

려갔더니 그곳 역시 발밑의 잔디

가 듬성듬성하였다.”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

떤 그리움’의 형체는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렇기에 작가는 인생 2

막을 어느 곳에서 펼칠 것인지 결

정하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는 

돛’처럼. 길건 짧건, 삶의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

을까. 바로 이것이 독자들을 끌어

들이고 공감을 만들어주는 지점이

다. 

작가는 수필문학 역량은 지속적

인 글쓰기를 통해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본업을 이어가면

서 한국문학의 끈을 놓지 않는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 작

가는 한국의 문예지(문학과 비평, 

창작문예수필 작품과 작법 등)에

도 산문 작품을 발표해 왔다. 현재 

시드니한인작가회(회장 권영규) 

회원으로 있는 작가는 이번 첫 수

필집 발간을 기해 12월 4일(토), 

동 문학단체가 매월 모임을 갖는 

메도뱅크(Meadowbank) 소재 사

회단체(‘CASS’) 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수필집에는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명 컨셉 아

티스트 겸 일러스트레이터인 제이

미 노(Jamie Ro. 안 작가의 자녀)

씨의 삽화가 첨가되어 작품을 돋

보이게 하며 독자들의 마음에 푸

근함을 더해준다.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한국

으로 돌아와 일반 회사에서 일했

던 작가는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

에서는 시드니 기반의 비즈니스 

매매 전문회사인 ‘SBX’ 사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

필문학에 매진해 왔다. <흔들리는 

돛>은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을 생

생하게 보여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마흔 다섯 편의 산문 속에 담아낸 타국살이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시드니 거주 동포 수필가 한나 안 작가, 첫 수필집 <흔들리는 돛> 출간

‘꿈이 있는 한 인생에 정년은 없다’... 인생 후반의 이야기, 진솔하게 토로

시드니 동포 수필가 한나 안 작가의 첫 수필집 <흔들리는 돛>에는 누구나 인생 후반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리움’의 형체를 
느낄 수 있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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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백신접

종 캠페인을 벌였던 시드니한인

회(회장 강흥원)가 새로운 변이 

바 이 러 스 인  ‘ 오 미 크

론’(Omicron)에 대해 주의 당부

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오

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온 상황이다.

한인회는 금주 화요일(30일), 페

이스북(Facebook)를 비롯한 한인

회 계정의 SNS를 통해 이번 변이

의 빠른 확산을 우려하면서 한인 

동포들에게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직 백신을 투

여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권

장하면서 또한 지난 5월 8일 이전

에 접종을 완료한 경우 부스터샷

(booster shots)를 받을 것을 권고

했다.

또한 한인회는 기본적 방역수칙

인 안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

리두기를 지키고 자수 손을 씻는 

등 위생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

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백신접종 및 방역 

규칙 준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

본적인 사항”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의 ‘델타’(Delta) 

변이처럼 급격히 확산되어 특정 

지역이 봉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델타’ 변이로 인한 광역시드

니 봉쇄 조치 당시, 한인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또한 비즈니스 

중심지역이기도 한 스트라스필드

(Strathfield)를 비롯해 일부 지역

은 감염자 다수 발생 우려 지역으

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한 제한 규

정이 시행된 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33대 한인회는 

한 인  동 포 들 을  대 상 으 로 

COVID-19 예방접종 권장 캠페

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는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 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극단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심

각한 위기와 과제를 안겨주고 있

다. 현재 각국이 이에 대처하는 

한 방안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

해 노력하는 가운데 호주 또한 선

도적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 실행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이의 성과에 대해 ‘Australia’s 

Making Positive Energy’라는 

이름으로 공공 캠페인을 시작했

다.

연방 에너지부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담당하는 앵거스 테

일러(Angus Taylor) 장관은 이 캠

페인에 대해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 시행과 함께 새로운 산

업을 성장시키고 전국적으로 일

자리를 만들어내고자 정부-기

업-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다

양한 기술과 비즈니스를 소개한

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을 위한 실용적이고 장기적 해결 

방안들을 지원할 것이며, 국민들

은 정부가 이를 위한 엄청난 노력

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번 캠페인은 우리(정부)의 탄소배

출 감축 실적과 향후 계획을 알림

은 물론 이와 관련해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적 

번영을 이루고자 마련된 것”이

라고 덧붙였다.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호주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전 세계 선

도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1인

당 태양열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

이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

규 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과 창의

력 부문에서도 주요 국가들과 선

두 경쟁을 하고 있다.

연방 에너지부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

는 호주 전역의 신기술과 비즈니

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실용 

사례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마

련했다. 아울러 TV, 라디오, 각 미

디어, 디지털 등을 통해 관련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www.positiveenergy.

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

러스에 대한 우려로 한국 당국이 해

외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 과정

(격리) 면제 규정을 변경했다. 당국

은 이달 12월 16일까지 시드니를 

비롯해 각국 해외 공관에서의 자

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미 발급받은 면제서 또한 인정하

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

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

으로, 새로운 규정은 향후 상황에 

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내에 자가 거주지가 없

는 여행자의 경우. 입국 후에는 정

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한인회, 
‘오미크론’ 바이러스 주의 당부

소셜미디어 통해...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 권고

‘긍정적 에너지 정책’, 
공공 캠페인 시작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지속적 번영 추구‘ 내용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조항 변경

COVID-19 바이러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방역 캠페인을 전개해 온 시드니한인회가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하며 동포들
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 중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 CGTN 방송 화면 캡쳐

영국의 정책 싱크탱크 ‘Policy Exchange’가 마련한 한 회
의에서 호주의 ‘Net Zero’ 정책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설명
하는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장관. 
사진 : 유투브 동영상 캡쳐

연방정부의 탄소배출 및 신에너지 정책 캠페인 웹사이트
에 소개된 ‘RayGen Solar Power Plant’. 이 태양열 발전
소는 저비용 에너지 저장을 향상시키는 세계 최초의 기술
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 : www.positiveenergy.gov.au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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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석 달 전인 지난 9월, 시

드니 총영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한국 공관 등 176

곳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가 설치됐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국외부재자 신

고와 함께 재외선거인 등

록신청이 시작됐다. 신고 

신청은 선거 60일 전인 내

년 1월 8일까지 계속된다.

내년 1월 중순 재외선거

인명부가 작성되고 이 명

부를 기초로 이의신청과 

누락자 재신청 과정을 거

쳐 2월 7일 최종 명부가 

확정된다.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만이 내년 2월 23

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거주지역 공관(시드니 총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

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 때 처음 도입됐

으며, 같은 해 12월의 제

18대 대통령 선거, 2016

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리

고 지난 해 4월 제21대 국

회의원 선거 등 모두 5차

례 진행됐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자료에 따르면, 5차

례 재외선거 중 제19대 대

선 때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유권자 29만4,633명 

중 22만1,981명이 참여해 

최고의 투표율(75.3%)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코로

나 상황에서 실시된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

거는 4만858명이 참가해 

투표율(23.8%)이 가장 낮

았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

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

의 재외선거사무가 중단

돼, 선거인의 절반인 8만

7,269명이 투표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의 재외

국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집계한 재외동포

는 2018년 12월 현재 749

만3,587명이다. 이들 중 

거주국 시민권자는 480만

6 ,473명이며,  나머지 

268,7천114명이 한국 국

적을 지닌 재외국민이다.

주재원 등 일반 체류자

가 136만2,175명으로 가

장 많고, 다음이 거주국 영

주권자 103만1,782명, 유

학생 29만3,157명 순이

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

로 최근 2년간 한국으로 

귀국한 일반 체류자와 유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돼, 현재 재외국민 숫

자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통상 한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약 82%를 선거인

(18세 이상 국민)으로 추

산한다. 이를 재외국민 유

권자 수 산출에 대입해 보

면, 2018년 12월 기준으

로는 220만여 명이며, 일

반 체류자와 유학생 절반

이 최근 2년간 귀국했다고 

가정해도 140만여 명 정

도이다.

2021년 5월 현재 인구 

150만 명 미만 광역시도

는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 5곳이며, 강원도

와 충청북도도 선거인 숫

자가 140만 명을 넘지 못

한다. 2018년 말의 재외국

민(268만7,114명) 숫자는 

지금의 경기 서울 부산 경

남 인천에 이어 여섯 번째

이다. 경상북도와 비슷하

고 대구광역시(240만여 

명)보다 많다.

재외국민선거는 선거 연

령이 된 재외국민이 스스

로 신고·신청을 해서 재

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 재

외선거 투표율은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다. 

전체 재외국민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한 투표인 수가 

아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

선의 경우, 투표자 수 22

만1,981명은 당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한 전

체 재외선거권자 197만여 

명의 11.2%에 해당한다. 

재외선거권자 10명 중 1

명 정도가 실제 투표에 참

여했다는 이야기다. 

관심도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국회

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

를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

자와 비교해 보면, 3.3%밖

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100명 중 3명 정도만이 총

선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

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극

히 저조한 것은 투표방법 

때문이다. 재외선거인은 

200만 명에 달하는데 투

표소는 187곳. 현장 투표

만으로는 재외선거 투표율

을 올릴 수 없다. 사는 곳

이 멀어 투표소까지 가기 

어려워 투표를 하지 못하

니까 아예 신고(신청)도 안 

하게 된다.

결국 우편 투표와 인터

넷 투표 도입이 해답이다. 

우편 투표는 나라마다 제

도가 다르고 제대로 전달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지만, 인터넷 투표는 

미룰 이유가 없다. 코로나 

상황을 경험했기에 인터넷 

투표의 필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특히 공공 기관이나 은

행 등 대부분의 공적 업무

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는 한국에서 인터넷 투

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이라는 점이 아이러니다. 

본인 확인 절차, 중복 방

지, 공인 인증 등 몇몇 절

차와 장치만 보완하면 그

리 어려운 일이 아닐 듯싶

다. 호주와 미국은 이미 인

터넷 투표를 하고 있다. 

인터넷 투표는 대리 투

표 가능성도 있고 비밀 투

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 역

시 비현실적이다. 내 손의 

휴대전화 속 투표소가 선

거참관인이 배석한 투표소

보다 보안유지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 지하 100m 

아래에서도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나라에서 인터넷 

투표를 꺼리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은 너무나 아날

로그적이다.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
원장,

전 호주한국신문 편집인
gginko78@naver.com

선거인 10%만 참여… 인터넷 강국의 아날로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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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 이어받음

백스터 교수도 COVID-

19 전염병 기간 내내 바이

러스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

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

지했다. 그녀는 “안면 마

스 크 는  모 든  형 태 의 

COVID에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마찬

가지”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백신 이

상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 하

나”라고 강조했다. 백신을 

투여받는 것 외에도 이 전

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감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알파벳 문자 15번째 글자

를 따 ‘Omicron’으로 명

명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1월 9일 수집된 표본

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11

월 24일 WHO에 보고됐다. 

‘오미크론’은 스파이

크  단 백 질 ( S p i k e 

Glycoprotein. 바이러스 외

피-viral capsid 또는 viral 

envelope-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돌기형태의 단백질

을 말하며, 바이러스가 숙

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할 

때 활용됨)에 돌연변이 32

개가 발생한 COVID-19 

변이 바이러스로, 계통 분

류체계는 B.1.1.529이다. 

이는 기존의 ‘우려 변이’

인 ‘델타’(Delta)의 16개 

돌연변이보다 두 배에 달하

는 것으로 COVID- 감염 

이후 형성된 자연면역은 물

론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체

계를 모두 피할 가능성이 

있는 돌연변이를 가진 것으

로 알려졌다. 또한 델타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

용체 도메인이 2개인데 비

해 오미크론은 이 도메인이 

10개에 이른다. 

COVID-19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출된 돌연변이를 

통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는

데,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

연변이가 생기면 전염성이 

강해지고 백신에 대한 내성

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전

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WHO를 비롯해 전

염병 학자들은 오미크론에 

대해 파악하는 데 더 시간

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로서는 감염 확산을 막

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모습(사진). ‘오미크론’(Omicron) 변이는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가 생겨난 변종 바이러스이다. 
사진 : Creativ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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