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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호주입국 국제학생-백패커에게 비자 수수료 환불 제안
유학생 유치 및 인력부족 해소 취지... 향후 8~12주 이내 입국자 대상

팬데믹 이후 각 산업분야

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국제학

생 및 워킹홀리데이 메이

커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

한 방안으로 향후 몇 달 안

에 호주로 입국하는 이들

에게 비자 수수료를 면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수)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약 600달

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 

환불은 향후 8주 이내 입국

하는 유학생, 향후 12주 이

내 호주로 들어오는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를 대상으

로 한다.

정부는 이 리베이트 계획

에 따른 총 예상 비용이 

5,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

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조치로 정부는 현재 호주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만 호주 현지에 없는 약 15

만 명의 국제학생 및 2만

3,500명의 백패커를 다시 

호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국제학생 및 백

패커들이 다시 호주로 돌

아와 학업을 이어가고 또

한 각 업계의 부족한 인력

을 채워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의료, 노인요양 시

설 및 관련 분야에서 공부

하는 이들은 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모리슨 총리는 백패

커들이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호주 관광업계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

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 호 주 로  돌 아 오

라’(come on down)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후 해외에서 입

국하는 백패커 여행자들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이들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주요 생필품 공급망 직원

들의 COVID-19 감염으

로 인한 강제 격리에 따라 

노동력 부족은 상당히 심

각한 상황이다.

호주의 주요 산업계는 현

재 빠르게 전파되는 ‘오

미크론’(Omicron) 변이 

출현 이전에도 장기간 이

어진 국경 폐쇄와 임시비

자 근로자 유입 감소로 심

각한 인력부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

에서는 부족한 인력 유치

에 소요되는 높은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하기

도 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특정 

‘필수’ 산업 분야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 밀접접

촉자 격리 조치 완화, 백패

커 인력이 한 주에 일할 수 

시간 조정 등 이미 발표된 

여러 변경사항으로 각 업

계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

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국제학생 및 백패커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연방정부는 향후 8주(유학생)에서 12주 이내(워킹홀
리데이 메이커) 호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비자 수수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정
부는 시급한 노동력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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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초부터 호주는 Novak 

Djokovic (노백 조코비치) 로 떠들썩

했다.   세르비아 출신 프로 테니스 

선수로 현재 세계 랭킹1위인 그는 

그랜드 슬램 대회인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 출전차 호주에 입국했다 추

방당했다.  세계 테니스 그랜드 슬램 

대회 남자 단식에서 18차례 우승 (

호주 오픈 8회, 프랑스 오픈 1회, 윔

블던 4회, US 오픈 3회) 했으며 연말 

시즌 랭킹 1위를 여섯 차례 차지했

기에 이번 호주 오픈에서 우승은 명

실공히 GOAT (Greatest Of All 

Time - 역사최고) 위치를 노릴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선수의 출전

은 호주 테니스 오픈의 위상을 높여

주기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무시할수 

없는 홍보거리다.  1970-80년대 비

욘 보그나 존 메켄로 같은 전설적 선

수들은 먼 호주가 귀찮아 출전을 꺼

려해서 호주오픈은 나머지 영국, 프

랑스, 미국 3 대회 비하여 빈약한 선

수층으로 처지곤 했었다.

Novak Djokovic (노백 조코비치) 

가 세르비아에서는 인간문화재인지, 

국가보물인지 모르겠으나 Anti-

Vaxer (백신 반대자)로 알려져있어 

Novacs Djokovic (노백신 조코비치) 

라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데 연초 2

주간 호주와 세르비아 뉴스를 코비

드와 함께 장식했던 대단한 선수다.  

세계1차대전이 세르비아에서 시작

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니였나보다.

그의 호주 모험담 - 멜번도착, 격

리, 이민수용소 구금, 연방법원 소

송, 출소, 이민성 장관 결정, 재구속, 

항소, 강제추방 – 을 통해서 ‘전쟁

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 임이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호주 연방총리는 

이민성 장관 소관 업무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방 국회의원이자 이민성 

장관인 Alex Hawke의 결정은 법원

의 판사들이 적법을 가린다는 원칙

을 보여주었다.  갑부 이상의 그는 

호주 최고 변호사, 배리스터에게 수

임했을 것이고 승소의 여지가 보였

기에 항소까지 갔을것이다.  누가 옳

고 그른 것이며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 사이 승자는 누구인가?  역설

적이나 사람을 위해 사람이 만든 법 

일것이다.

2022년 에도 호주에서는 수많은 

연방법과 주법들이 제정되고 실행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생사를 좌우

하는 COVID-19 Ac t s  와 

Legislations 는 항상 주시해야 할것

이고 생소한 법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월1일 부터 시작되는 

Modern Slavery Act 도 있다.  호주

에 왠 노예? 이상하지만 노예들이 

여기저기 숨어지내고 있다 한다.  시

골, 도시, 부자집, 이민자 가정에 숨

겨진 사람들도 있고 비자문제로, 돈

문제로 노예같이 살거나 본인이 노

예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

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직도 존재하

는 식모들이 있다면 노예로 간주될

수도 있다.

비슷한 의미에서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작 가진것 없이 

문제들만 이고 진 사람이 호주에서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면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Complaint 를 제소하면 된다.  다행

히도 호주 굴지의 로펌들은 Pro 

Bono 부서가 있어 무상의 법률조언

을 제공하고 소송까지 진행해 주고 

있음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예로 빈약한 이민자 여성이 직장 상

사로부터 원치 않는 데이트 신청이

나 부당한 해고협박을 받을 때 도움

을 받아 보상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

이 있다.

NSW 주 Trustee & Guardian 에

서는 유언장 (Will $440), 위임장 

(Power of Attorney $500), 

Enduring Guardianship ($300)서류

들도 저렴한 가격에 작성해주고 있

다.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홀로 

고민 말고 변호사들에게 문의해서 

방법을 찾는 2022을 기원한다.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2022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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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빠른 항원검사에서 COVID-19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7일간의 격리 필요... 대부분 금세 회복되나 심각한 경우 응급서비스에 연락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이

후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본인

이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

우도 있다. 정부는 PCR 검

사 업무 과다로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빠른 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

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빠

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기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만약 이상 증세가 느껴져 

COVID-19 감염여부를 확

인하고자 빠른 항원검사를 

시행했고, 약 20분 후 이 기

기의 스트립에 두 개의 작은 

빨간색 선이 표시된다면, 

COVID-19 양성임을 뜻한

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

게 해야 할까.

▲ 먼저 스스로 격리되어 있
어야...= 양성임이 확인되면 

우선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

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대

부분 국가에서 권장하는 격

리 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

이 끝나고 증상이 사라지면 

외출이 가능하다.

이 격리 기간 동안 당사자

는 지역사회는 물론 함께 거

주하는 다른 이들과도 떨어

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

다. NSW 주 보건부는 공용 

공간을 피하고 혼자 잠을 자

며 가능한 별도의 욕실 사용

을 권장한다.

공용 공간을 사용할 경우

에는 당사자의 손이 닿은 부

분을 소독하고 가족 구성원

과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

록 한다. 만약 다른 이와 접

촉하게 된다면 접촉자에게 

증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 보건부 정의에 따르

면 집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4시간 이상 양성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은 ‘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며, 

이 접촉자도 7일간 격리 상

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각 주 별로 

별도의 정의와 규정이 있으

므로 해당 주 보건부 사이트

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양성인 경우 나타나는 증
상은= NSW 보건부는 

COVID-19에 감염된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에 따라 보건 당국은 △침대

에서의 휴식, △파라세타몰

(Paracetamol. 해열진통제) 

또는 이부프로펜(ibuprofen. 

소염진통제) 사용, △목 아

픔이나 가벼운 기침을 위한 

인후염용 트로키제(throat 

lozenges) 사용, △충분한 

수분 유지를 권장한다.

예상되는 일반적 증상을 

보면 두통, 피로, 기침, 목 

통증, 발열 및 미각 또는 후

각 상실이 있다.

어떤 이들은 COVID-19

에 감염된 후에도 그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각 주에 따라 지침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집에서 격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를 대

비해 ‘COVID 팩’의 준비

를 권장하기도 한다.

퀸즐랜드 주 보건부

(Queensland Health)는 파

라세타몰 또는 이부프로펜, 

수분 팩이나 얼음, 충분한 

재고의 안면 마스크, 손 소

독제, 체온계, 빠른 항원검

사 기기의 준비를 권고한다.

혼자서 지내야 하므로 식

사를 위해 간단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어떤 

이들은 산소가 혈색소와 결

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산

소 포 화 도 ( o x y g e n 

saturation)를 모니터링 하

고자 펄스 옥시미터(pulse 

oximeter)를 구입하기도 하

지만 호주 의약품 규제 당

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는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고한다.

우려되는 것은, 고립된 상

태에서 7일을 보내는 것은 

단지 신체적 웰빙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이후 COVID-19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
운데 보건당국은 증상을 느낄 경우 먼저 빠
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를 해 보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7일간 격리한 상
태에서 증상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한다. 
사진 : Flickr / Jernej Fu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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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토) 마감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

외선거인 신고 및 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

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

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

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

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

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

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

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

이 모두 70%를 상회했음

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

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코로

나1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등의 변수가 있어 섣

불리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해외

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

은 “언론을 포함한 다수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 및 신청이 2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

나, 어려움 속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 23만여 명

의 재외국민이 유권자로 등

록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재외국민선거인단 20만 

명 등록을 달성할 경우 재

외국민과 ‘투표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는 공약

을 밝혔던 임종성 위원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렵사리 신

고·신청을 해주신 재외국

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오

롯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7면에서 이어받음

Q L D  보 건 부 는 

‘COVID 팩’에 읽을 

책이나 퍼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 등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반가운 정보는, 대부분

의 COVID-19 감염자들

이 이런 정도에서 끝난다

는 것이다. 즉 자가 격리

를 하면서 며칠 동안 휴

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

된다는 얘기다.

▲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
는= 대부분의 감염자가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지

만 일부의 경우에는 증상

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각 주 정

부는 증상이 악화되었지

만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에는 GP에 연락하여 조

언을 받을 것을 권고한

다. 

NSW 주 보건부는 증상

이 심할 경우 즉시 응급

서비스로 전화(triple-0)

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

에는 △심한 현기증, △

심한 졸음이나 혼미 상

태, △호흡 곤란, △가슴

의 압박감 또는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

우, △혼자 서 있을 수 없

는 상태 등이 해당된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

는 경우, 담당자에게 

COVID-19 감염 진단 

사실을 알리고 증상을 밝

히면 안전한 대처를 받을 

수 있다. QLD 보건부는 

감염으로 인해 병원치료

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

사자의 자녀 또는 애완동

물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

인지 등 비상상황을 사전

에 대비해 둘 것을 권고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들과의 공용 공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
다. 사진 : Pixabay / tookapic

제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이 23면 명을 넘
긴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해외
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예상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의 등록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진 :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시을) 블로그.

대한민국 제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약 23만 명

중앙선관위 집계... 이전 대선 감안, 약 16만 명 투표 참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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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Omicron) 변이

가 호주의 지배적 바이러스

로 자리 잡으면서 감염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심각성

은 ‘델타’(Delta) 등 이전

의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가 <A 

Tale of Two Cities>의 서

두에서 언급했던 “최고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최악의 

시기”(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라는 글을 인용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델타 변이 감

염자가 급증했던 COVID-

19 데이터를 현 오미크론 

변이 발병과 비교해 NSW 

주 병원 입원 상황만을 볼 

때, 최소한 병원들의 방정식

은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염병 전문가들

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

어 현재 상황(지배적 바이

러스로 자리잡은 오미크론 

변이의 폭넓은 전파)에서는 

심각한 질병 위험이 낮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

고 있다.

하지만 감염자 발생 사례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NSW 주 전역으로 확산되

면서 모든 병원들에서 

COVID-19 환자 수가 사

상 최고 수준을 보임에 따

라 ‘최악의 시기’라는 말

도 나온다.

최근 ABC 방송이 NSW 

보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현재 

거의 2,200명의 COVID-

19 감염 환자가 병원에 입

원한 상태이지만 이 가운데 

7 . 8 % 만 이  중 환 자 실

(intensive care unit. ICU)

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이들 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 비율은 2.3%

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델타 변이에 의한 감

염자 수가 1,253명으로 정

점에 달했던 지난해 9월 14

일, NSW 전역의 ICU에서 

치료를 필요로 했던 환자 

비율 18.4%와 크게 비교된

다. 당시 인공호흡기를 필요

로 했던 환자 비율도 8.3%

에 달했었다.

호 주 국 립 대 학 교

(Austral ian Nat ional 

University) 전염병 전문가

인 피터 콜리뇽(Peter 

Collignon) 교수는 백신접

종,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질병 심각성이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

다.

콜리뇽 교수는 “이는 전

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 생

각한다”며 “COVID-19 

감염을 예방하고 또 감염되

었다 해도 위험성을 낮추고

자 설계된 백신이 제 역할

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드니 서부 외곽에 자리

한 시드니 네피안 병원

( S y d n e y ' s  N e p e a n 

Hospital) 중환자실의 니 응

웬(Nhi Nguyen) 전문의도 

“델타 변이 감염자의 경우 

중증 폐렴으로 번지고 중환

자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

아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웬 전문의는 “하

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

더라도 그 기간이 훨씬 짧

다”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입원 환자들 대

부분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SW 보건부 대변인 또한 

지난 12월 1일 이후 흐름을 

보면 COVID-19 팬데믹 

초기에 비해 감염자의 병원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

이 있다고 말했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델타’(Delta) 변이에 비해 ‘오미크
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질병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빠르고 강한 전염성이 지역사회
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 
exels / Andrea Piacquadio

기록적인 COVID-19 환자 입원 수치 불구, 감염자의 심각한 위험성은 감소
ICU 환자 비율 크게 낮은 수준... ‘델타’ 변이 감염자와 비교해 입원 기간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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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항원검사(rap id 

antigen test. RAT)를 통해 

COVID-19 양성 반응이 나

온 근로자도 ‘Services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750의 ‘팬데믹 병가 지원

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AT 결과는 이제 PCR 검

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동

일하게 인정되어 해당자들

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ervices 

Australia’를 대신해 센터

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

금은 COVID-19 감염이 확

인되어 최소 하루 이상 결근

을 한 이들, 밀접 접촉자이

거나 그 정의가 충족되는 이

를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최

대 $750까지 지원된다. 

물론 COVID-19 검사에

서 양성 반응을 얻은 모든 

이들이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Services Australia’가 명

시한 수혜 대상이다. 

▲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대상

COVID-19에 감염되었

거나 돌보아야 하는 이로 인

해 격리 대상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된 이들로,

-COVID-19 감염자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음을 보건 

당국에 알린 사람

-COVID-19에 감염된 

16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돌봐야 하는 자녀가 

COVID-19 감염자와 밀접

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보건 

당국의 통보를 받은 이들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는 심각한 질병인, 또는 

장애를 가진 이를 돌봐야 하

는 이들. 이 경우 질병인 또

는 장애인과 같은 가구에 거

주해야 함.

-COVID-19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신청인은 

-최소 17세 이상

-호주 거주자이거나 합법

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

-자가 격리나 검역 과정, 

누군가를 돌보는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당시 호주

에 거주하는 상태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

정에 있거나 이런 이를 돌봐

야 하기에 직장에 나갈 수 

없고, 이 때문에 소득이 없

는 경우

-전염병 병가(pandemic 

sick leave), 또는 다른 사람

을 돌보기 위한 휴가나 개인 

휴가(personal leave)를 가

질 수 없는 경우 등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 울 러  신 청 인 은 

-COVID-19 검사 클리닉 

또 는  보 건  전 문 가 의 

COVID-19 양성 진단에 대

한 조언, -RAT 검사를 통

해 양성반응을 얻었다고 주 

보건당국에 통보한 증거 중 

하나가 필요하다.

▲ 지원 금액
자격이 되는 이들에 대해 

‘Services Australia’는 자

가 격리 또는 검역을 지시받

았거나 COVID-19 감염자

를 돌보는 각 7일 기간에 대

해 $750을 제공한다.

‘Services Australia’의 

이 병기지원금은 과세소득 

대상이므로 향후 소득세 신

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센

터링크로부터 ‘Family 

Assistance’ 또는 ‘Child 

Support’ 수당을 받는 경

우에는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방법
2021년 12월 9일 이후 기

간에 발생된 일로 병기 지

원 금 을  신 청 한 다 면 

‘ P a n d e m i c  L e a v e 

Disaster Payment’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센터링크 사

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이 

양 식 을  작 성 하 여 

‘Services Australia’에 

제출하거나 -이 신청 양식

을 프린트 하여 작성했다면 

이 를  ‘ S e r v i c e s 

Australia’ 팩스(1300 727 

760)로 보낼 수도 있다.

▶2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Services Australia’의 ‘팬데믹 병가 지원금’, 수혜 대상은 누구?
COVID-19 감염자-밀접접촉자로 격리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이들에 제공





MAIN NEWS
The Korean Herald
21st January 2022A14

기후변화 지속... 호주인들, 영상 50도의 위험한 폭염에 익숙해져야 
WA서 올 여름 첫 50도 넘은 폭염 기록... 호주의 지구온난화 위험, 갈수록 심각

      

호주인들에게 여름의 무더위는 

익숙한 일이다. 대부분은 가끔 섭

씨 40도 이상의 더위를 견뎌야 한

다. 

지난 1월 13일(목), 서부호주의 

엑스머스(Exmouth, Western 

Australian)에서 약 100km 거리

에 위치한 작은 타운 온슬로

(Onslow)의 한낮 기온이 영상 

50.7도까지 치솟았다. 이는 이번 

여름에 기록된 가장 높은 기온이

다.

놀랍게도 이 마을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바람을 제공하는 바다 옆

에 위치해 있다. 호주에서 가장 악

명 높은 더위를 기록하는 WA의 

마블바(Marble Bar)는 내륙에 위

치해 있음에도 올 여음 최고 기온

이 49.6도로 50도를 넘지 않았다.

다른 기록과 대조가 확인된다

면, 이날 온슬로에서 측정된 기온

은 1960년 1월, 남부호주 우드나

다 타 ( O o d n a d a t t a ,  S o u t h 

Australia)에서 기록된 호주 최고 

기온과 맞먹는다. 온슬로의 이 폭

염은 올 여름 들어 신뢰할 수 있는 

관측을 시작한 지 4일 째에 나온 

것이다.

문제는, 불행하게도 이 같은 극

단적 폭염이 지구온도가 높아지면

서 점차 더 흔해지고 있다는 것이

다. 1980년대 이후 섭씨 50도가 

넘는 일수는 이전의 두 배가 됐다. 

이 같은 위험한 폭염은 이제 호주

뿐 아니라 파키스탄, 인도, 페르시

아 만 지역의 도시에서 더 자주 기

록되고 있다. 그리고 이 폭염을 견

뎌야 하는 이들의 건강에 실질적

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온슬로 지역의 폭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온슬로의 폭염 후 호주 비영리 

학 술  매 거 진  < T h e 

Conversation>에 관련 문제를 기

고한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기후과학과의 앤드류 

킹(Andrew King) 선임강사에 따

르면 극한의 온도에 도달하려면 

며칠 동안 열을 축적해야 한다.

지난 달 하순, 몇 차례의 폭염이 

서부호주 북부, 필바라(Pilbara) 

지역을 강타한 후 온슬로는 평년 

기온에 근접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폭염은 어떻게 만

들어진 것일까.

킹 강사는 “간단하게 말해 엄

청나게 무더운 사막에서 남쪽에서 

부는 남동풍이 온슬로까지 매우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은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 바람은 지난해 

11월 이후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 불어왔기에 매우 뜨거우

면서 또한 매우 건조했다.

이 건조한 공기는 구름이 덮이

거나 폭풍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태양열이 최대 강도로 유지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기온이 높은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했고, 현지 시간으

로 오후 2시30분경에는 섭씨 50

도를 넘긴 것이다.

우리는 시원한 
라니냐 시대에 살고 있다?

호주의 날씨는 태평양이 어떤 상

태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

재 호주는 중부 및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정상보다 낮은 해수온도

를 보이는 라니냐(La Niña) 현상

에 직면해 있다.

태평양 중부와 동부의 수온이 낮

아지면서 세계 여러 곳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라니냐는 일반

적으로 더 시원하고 습한 조건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호주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이 대륙 동쪽에서 

비정상적으로 습하고 서늘한 기후

를 보였던 봄에 가장 강력하다.

여름 기간 동안 라니냐와 호주 

날씨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약해지

며, 가장 강한 영향은 보통 이 대

륙 북동쪽에 국한된다. 라니냐 기

간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호주 동

부의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점점 

더 적게 발생하지만 서부호주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폭염의 강도는 

라니냐이든 엘리뇨(El Niño)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섭씨 50도를 넘는 기온은 극히 

드물지만 서부호주 지역의 극심한 

더위와 퀸즐랜드 일부 지역의 홍

수 패턴은 라니냐 여름의 전형적

인 특징이다.

기후변화가 
무더위 가중시키고 있다

호주는 1910년 이후 평균 기온

이 섭씨 약 1.4도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1도를 크게 웃도

는 것이다.

북부호주(Northern Australia)에

서는 여름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

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이 지

역 여름도 더 습해지기 때문이다. 

킹 강사에 따르면 이는 기후변화 

모델과 일치한다.

하 지 만  서 부 호 주  필 바 라

(Pilbara)는 지역 조건 상 무더위

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폭염은 대부분 다

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더 빈번하

고 강하며 오래 지속된다.

▶2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번 여름 호주에서 처음으로 낮 최고 기온이 영상 50도를 넘는 날이 기록됐다. 멜번대학교의 한 기후학자는 이 같은 극단적 폭염은 지구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더 흔해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목)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30분 경 섭씨 50.7도를 기록한 서부호주(WA) 북부의 작은 타운 온슬로(Onslow. 퍼스에서 북쪽으로 약 1,400km 거리). 
사진 : Real Estate

지난 1월 13일, 온슬로(Onslow)의 기온이 50.7도에 이르기 전 30분 동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상도. 파란색 점선은 온슬
로와 가까운 해안에서 뜨거운 공기를 유입시키는 해곡을 나타낸다. 그림 :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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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호주인들은 240여 년의 길지 않은 호주 역사 기록에 대해 논쟁

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

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1950년대의 호주 역사서를 오늘날과 비교하면 이 부분(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이 얼마나 많이 수정됐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시 역사서들은 

호주의 원주민들(Australia's First Nations)에 비해 영국 왕실에 대해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그 반대이다. 지난해 9월, 연방 교육부 알란 텃지

(Alan Tudge) 장관은 국가 커리큘럼 변경안에 대해 “현대 호주를 경

시하고, 서구 문명을 경시하며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것”

이라고 선언했다. “호주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 견해를 반영한다”

는 것이다.

결국 호주의 국가적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의 부와 기회가 다른 이들

의 그것을 빼앗아간 동일한 인정 범주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

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구 문명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호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호주 국가 형성

에 관여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

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실만으로 그들(국가 형성에 관여한 이들)과 이 

나라의 토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바뀔 수 있을까?

점차 드러나는 많은 사실들

노예제도는 15세기 중반 이전, 여러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것

이지만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으로 알려진 이후 시기에 시작된 사람들

의 새로운 무역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의 규모나 강도, 그 수준은 

이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400년이 넘는 기간, 약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미 대륙으로 이송

되었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 당시까지 보여준 세계 최대의 대양횡단이

었다. 아프리카인들의 강제 이주와 분산은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과 사

회 붕괴를 초래했으며, 서구인들의 인종 계급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유

럽 지역에서 노예무역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에 비해 뒤늦게 노예무역에 뛰어

들었지만 1700년에서 1808년 사이, 약 6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을 거래

하면서 무역 부문에서 강한 성장을 구가했다. 그리고 1833년,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을 때 노예소유주, 노예무역상들은 대서양을 떠났다. 

멜번대학교 및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연구원들은 호주 백인 

정착 초기, 호주로 건너온 이들 중 약 200명이 유럽 국가의 노예제와 

관련된 인물들이며, 이런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는 중이다.

노예소유와 관련된 이들에게 있어 호주라는 식민지는 대영제국의 미

래를 상징했다. 노예를 호주로 수입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첫 영국 죄

수선을 이끌고 호주에 도착한 아서 필립(Captain Arthur Phillip)은 “

자유로운 땅에는 노예가 있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노예가 아니

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이들은 기독교인이나 백인이 아닌 

이들의 토지와 노동력을 정당하게 사유화할 수 있다는 영국 노예제의 

근본적 자만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감추어져 있던 식민시대의 과거사... “호주 역사서를 업데이트할 시간”
호주 식민지 초기 '노예제도'와 관련된 일부 지배층 인물들의 역사적 진실 드러나
‘father of Australia’로 불리는 매콰리 총독, 일기장에 '흑인 소년 노예 구입' 기록 

영국계 백인 정착 초기, 호주의 일부 지배 계층에서는 노예를 소유했거나 대서양 노예무역 가문 출신들이 노
예를 통해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식민지 형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NSW 식민지 제5대 총독으로 부임한 
라클란 매콰리(Lachlan Macquarie)는 자신의 일기에 두 명의 소년 노예를 구입했음을 기록했다. 사진은 시
드니 Hyde Park에 있는 매콰리 총독의 동상. 사진 : Wikimedia Commons

1833년경 호주로 건너온 이들 중 약 200명의 영국인 정착자들은 당시 영국 노예제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
들이다. 사진은 영국계 백인들의 시드니 코브 입항을 묘사한 그림. 사진 : Wikimedia Commons /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연방정부, 호주입국 국제학생-백패커
에게 비자 수수료 환불 제안...·· A4면

만약 빠른 항원검사에서 COVID-19 양
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A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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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에서 이어받음

예를 들어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가문의 자손으로, 서

부호주(Western Australia) 초대 총독이었던 제임스 스털링(James 

Stirling)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침략군’(invaders. 노예상태와 같은 

호주 원주민)을 이끌고 호주 서쪽(지금의 서부호주 주)의 3분의 1 지역 

지역을 세 번째 식민지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가 묘사한 

‘invaded’는 서서히 문명화되어 가던 ‘야만인들’(savages. 호주 

원주민)이었다.

실제로 당시 서부호주에서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목축, 진주 산업에서 

무임금으로 노역하도록 닙치되거나 갇혀 지냈다. 또 퀸즐랜드 주의 분

다버그(Bundaberg, Queensland) 시장이 최근 원주민에 대한 사과 발

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남양제도(South Sea Islanders)에 살던 6만2

천 명의 주민들이 퀸즐랜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제로 인신

매매됐다.

최근 멜번대학교 역사철학부 연구원 조지아나 아노트(Georgina 

Arnott) 박사는 ABC 방송을 통해 “영국 및 호주의 노예 관련 역사에 

대한 이 같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드러

내야 할 때”라며 노예를 소유했거나 관련된 일부 사실들을 소개했다.

▲ 식민지 총독
1809년 NSW 주 식민지 5대 총독으로 라클란 매콰리(Lachlan 

Macquarie)가 시드니 코브(Sydney Cove)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지 

자비스(George Jarvis)라는 인도 남자와 함께 였다. ‘father of 

Australia’로 불리는 매콰리 총독은 자바스가 6살이었을 때 노예로 구

입했으며 자비스의 형인 다른 노예는 7살 때 산 것이었다.

당시 영국군 대위였던 매콰리는 자신의 노예들에 대해 “매우 훌륭하

고 잘 생긴 흑인 소년들”이라며 170루피를 지불했다고 묘사했다. 자

비스의 형은 도망을 쳤지만 어린 나이였던 조지 자비스는 평생 매콰리

를 섬기며 살았다.

매콰리의 일기에 기록된 이런 사실은 그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 이야

기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매콰리 총독은 또한 영국-카리브 해 노예제도에 의해 창출된 막대한 

부의 수혜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제인 자비스(Jane 

Jarvis)는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안티가(Antigua. 카리브 해 동부에 있

는 작은 나라) 대법원장인 토마스 자비스(Thomas Jarvis)의 딸이었다. 

매콰리 대위가 조지 자비스라는 노예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이 그녀

의 가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조지는 매콰리의 부인 제인의 성을 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

제인 자비스가 24세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녀는 남편인 매콰리에게 

6천 파운드, 오늘날 영국 화폐로 약 46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을 유산

으로 남겼다.

이 자금으로 매콰리는 인도에서 영국군 고위 직위를 살 수 있었다. 이

런 승진은 그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및 반 디멘

스 랜드(Van Diemen's Land. 지금의 Tasmania 주) 총독으로 임명되는 

데 도움이 됐다.

▲ 새로운 지역 설립자
지금의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n)를 만들어낸 제임스 스털링

(James Stirling)은 영국 노예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가문(Glaswegian family) 사람이다.

그가 영국 식민지 자메이카(Jamaica)에서 영국 왕립해군 대위로 부상

한 것은 가문의 막대한 부와 지위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는 해군 대위로 복무하면서 호주 서쪽의 3분의 1 지역에 새로운 식민지

를 건설해야 한다고 영국 식민지관리청(Colonial Office)에 청원했다.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영국의 노예무역은 당시 일부 계층에 막대한 부를 안겨 주었다. 그림은 1800년대 초,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 동부의 안티과(Antigua) 섬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 사진 : British Library Creative 
Commons

라클란 매콰리(Lachlan Macquarie) 총독의 초상화. 그의 일기에는 두 명의 인도 소년을 170루피에 샀다고 
쓰여 있다. 사진 : Wikimedia Commons /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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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에서 이어받음

스털링이 청원한 호주 서부 지역 식민지화 

시도는 1820년대까지 영국에서 NSW 주로 죄

수들을 수송하던 부유한 대서양 노예상인 출

신인 그의 장인 제임스 맹글스(James 

Mangles)가 주도했다.

맹글스는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의 많은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대륙의 

서부 해안에 있는 영국 정착지에서 상당한 상

업적 이득을 얻었다.

스털링의 두 할아버지와 그 위의 4대에 걸친 

조부는 모두 노예들이 생산한 상품을 거래하

여 큰돈을 벌었고, 이중 일부는 노예무역을 통

해 얻은 것이었다.

또 그의 부친은 자메이카에 있는 노예 소유

주와 직물을 거래했다. 스털링 가문의 부를 짐

작하는 것 중 하나로, 스털링의 부친이 직물거

래로 1년에 700만 파운드의 손해를 보았지만 

거래는 계속됐다. 이 같은 엄청난 손실액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그의 가문이 가진 자산은 엄청났다.

서부호주 정착을 위한 제안서에서 스털링은 

노예제 옹호자인 토마스 무디(Thomas 

Moody)와 협력하여 백인의 사적 자금 지원을 

받는 정착민, 아일랜드 출신 빈민 및 인도와 

중국 정착민 등 3개 계층의 인종적 분리 방안

을 식민지관리청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가장 아래 계층(인도 및 중국 노동

자들)은 서부호주 지역의 극히 무더운 기후 조

건에 있는 면화 농장에서 장기 노동계약과 매

우 낮은 임금에 의해 지배되는(거의 노예와 같

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인력들이었다.

스털링이 제안한 이 같은 식민지 건설 계획

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수백 

명의 계약직 노동자가 농업, 목축 및 진주 산

업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고자 지금의 서부호

주로 왔다. 그리고 이들은 백인 노동자들이 경

험하지 못한 끔찍한 상황을 견뎌야 했다.

▲ 판사
호주 ‘National Trust’가 소유, 관리하는 

멋진 빅토리아 시대 풍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

인 빅토리아 주 스토닝턴(Stonnington, 

Victoria) 소재 ‘코모 하우스’(Como 

House)는 노예 소유주이자 영국 식민지 트리

니다드(Trinidad. 서인도 제도 최남단의 섬. 지

금은 독립국가)를 지배했던 버튼 윌리엄스

(Burton Williams)의 아들 에드워드 에어 윌리

엄스(Edward Eyre Williams)가 지은 것이다. 

1842년, 지금의 멜번(Melbourne) 남부, 포트 

필립(Port Phillip)에 도착한 그는 10년 후엔 

1852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지만, 이 직업이 

당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코모 하우스를 건축

할 만큼 부를 축적한 방법은 아니었다.

형제들과 함께 에드워드 윌리엄스는 트리니

다드에서 64명의 노예를 소유했다. 노예제가 

폐지되기까지 10년 동안 그의 아버지와 형제

들은 바하마에서 최소 450명의 노예를 갖고 

있었다. 노예지 폐지와 함께 그와 형제들은 영

국 정부로부터 대략 21만 파운드 상당의 ‘인

적 자산(노예) 손실 보상금’을 받았다.

영국은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이 같은 보

상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빌린 대출금을 다 상

환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영국 납세자들의 세

금 중 일부는 이 대출금 상환에 할당된 것이

다.

윌리엄스가 트리니다드에서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만들었던 인종적 사례가 호주 백인정

착 초기, 원주민들 대상으로도 행해졌는지는 

현재 연구원들이 조사하는 사안 중 하나이다.

▲ 목사
1840년에서 1884년 사이, 로버트 올우드 목

사(Reverend Robert Allwood)는 시드니 세인

트 제임스교회(St James Church)의 교구장이

었으며 1869년에서 1883년 사이에는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부총장을 겸했

다.

자메이카에서 출생한 그는 시드니로 오기 

전, 노예를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13만5천 파

운드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또한 영국령 

기아나(Guiana)에 있는 202명의 노예에 대한 

보상을 영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지는 못했

다.

올우드는 노예소유주였던 조셉 부시(Joseph 

Bush)의 딸인 아내 앤 레베카 부시(Anna 

Rebecca Bush)와 함께 호주로 왔다. 이는 그

의 여동생 앤(Anne)에게 지금의 타스마니아로 

이주하도록 하는 영감을 주었다. 올우드 목사

의 여동생 또한 13만5천 파운드의 노예유산을 

받았다. 이 덕분에 존 프랭클린 경(Sir John 

Franklin)의 개인비서이자 식민지 의회의 첫 

서기였던 앤의 남편 프란시스 헨슬로(Francis 

Henslowe)는 타스마니아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올우드 목사 집안의 부는 그의 아버지가 소

유한 노예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다. 노예제 

폐지 시점에 올우드 목사의 부친인 올우드 시

니어는 자메이카에 있는 3개의 개별 농장에서 

309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농장

에서 227명의 노예를 공동 소유했고 또 다른 

농장에 있는 73명 노예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

을 갖고 있었다.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올우드 

시니어는 현재 금액으로 약 50만 파운드에 달

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올우드 목사는 현재 시드니의 종교 및 교육

을 주도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노예를 소유했

던 그의 인종적 견해가 시드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괴로운 역사를 마주하다

아노트 박사는 “식민지 역사에서의 노예 문

제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고 말

한다. ‘이 노예소유 가문과 그 자녀들은 특히 

인종과 노동 문제에서 어떻게 급성장하는 호

주 식민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식민

지 개척자들과 호주 원주민 사이의 관계는 일

부 식민지 개척자들이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혜택을 받았던 아프리카 대규모 노예화에 의

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아노트 박사는 “이제 이 같은 질

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 즉 대서양 노예무

역 제도와 호주와의 연결고리가 이제서 부상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 부정적

이었다는 게 아니라 어두운 역사와 마주하는 

데 겁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매콰리 총독의 첫 번째 부인인 제인 자비스(Jane Jarvis). 노예 소유주 토마스 
자비스(Thomas Jarvis)의 딸로, 24살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남편인 매콰리에
게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사진 : State Library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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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전면 방문예약제 실시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최근 급

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로부터 

공관을 방문하시는 교민들의 건

강과 안전을 위하여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모든 업무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하시

는 경우 업무처리가 불가하다.

-시행 일시 : 2022년 1월 17

일(월)부터

-방문예약 방법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www.consul.mofa.

go.kr)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

재외공관 방문예약’을 하면 된

다.

-방문예약은 필수이며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업무처리 

불가

-온라인에서 예약을 완료하

면 영사관에서 확인 이메일을 

발송한다.

■ 2022년 2월 퀸즈랜드 주 
순회영사
다음 달, 퀸즐랜드 주 브리즈

번 및 골드코스트에서 순회영사

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골드코스트
-일시 : 2022년 2월 16일(수) 

9:00~13:00

-장소 : Unit24-26, 3-15 

Jack St, Southport QLD 4215(

골드코스트 비전장로교회)

▲ 브리즈번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9:00~12:00, 13:30-16:30 

(12:00~13:30 점심시간) 및 2월 

18일(금) 9:00~12:00

-장소 : 2642 Logan Rd, 

Eight Mile Plains QLD 4113(브

리즈번 순복음교회)

▲ 순회영사 관련 공지
-퀸즐랜드 주 순회영사는 

COVID-19로 인해 사전예약제

로 진행되며, 예약없이 방문하

면 업무처리가 불가.

-예약은 https://consul.mofa.

go.kr→ 영사민원 24→ 재외공

관 방문예약 클릭

-방문예약은 1월 31일(월) 오

전 10시(시드니 시각) ~ 2월 11

일(금) 오후 4시(시드니 시각)까

지 가능

-예약 접수에 대한 확인은 영

사민원24에서만 가능(전화번호 

기재 필수)

-회원가입이 필요 하며, 순회

영사 장소 방문시 반드시 접수

증 지참해야 함(모바일 확인 가

능)

▲ 순회영사 관련 주의사항
-예약은 실제 민원을 신청하

는 당사자의 성명으로만 가능(4

인 가족이 여권신청 시 4인 모

두 각자 이름으로 예약해야 함)

-방문시 방문자명단에 반드

시 본인이 서명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민원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아닌 친구, 가족 등은 예약하실 

수 없고, 입장이 금지됨

-업무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

해 반드시 방문 전 신청서 작성

을 마치고 구비서류, 정확한 현

금 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 준비 

요망(공증업무는 반송용 봉투 

필요 없음)

-순회영사 현장에서는 총영

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한 아래의 업무만 처리 가

능

-순회영사 업무 현장 방문시 

방문자가 COVID-19 관련 규

정을 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 영사관이나 교회 측은 법

적 책임이 없음

▶12면에서 이어받음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

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없는 경우 

‘Services Australia’에 

전화(180 22 66)하여 병

기 지원금 청구 방법에 대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Services 

Australia’ 사이트(www.

servicesaustralia.gov.au/

p a n d e m i c - l e a v e -

disaster-payment)를 통

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

한 것이며, 자가 격리나 

검역 또는 감염자 돌봄 시

기 등에 따라 규정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

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이들 가운데 일을 할하지 못하고 소득
이 없는 경우 팬데믹 병가 지원금’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을 신청할 수 있
다. 사진은 이를 제공하는 'Service Australia' 사이트의 관련 메인 페이지.

주시드니총영사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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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내각은 노동력 공

급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

기 위해 COVID-19 관련 

격리 면제 대상에 더 많은 

분야의 근로자를 포함시키

기로 했다.

지난 14일(금) 합의된 이 

결정으로 COVID-19 감

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은 격리 과정 없이 직

장에 복귀할 수 있다. 다음

은 호주 공공보건위원회

(Aus t r a l i a n  Hea l t h 

Protect ion Principal 

Committee)에서 제한한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면제 직종 목록

이다.

▲ 보건, 복지, 간호 및 의료
지원 : 보건 요양, 치과, 일

반 치료 부문(물리치료, 교

정 마사지, 한방치료, 정신

건강), 클리닉 및 실험실, 

혈액 및 혈장 기능 부문, 

메디컬(약국 및 보건 의약

용품 공급 포함), 주택 관

련 지원(홈리스 관리 등 포

함), 복지 서비스, 불법약

물 및 알코올 중독자 대상 

서비스, 장애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노약자 가정

방문 서비스, 동물병원(수

의사 및 동물보호 및 동물 

케어), 임종 서비스(장례, 

화장, 묘지 및 영안실 서비

스)

▲ 식료품 및 기타 필수 제
품 부문 : 농장 및 농업 부

문, 필수 식품(음료 및 채

소 포함), 애완동물 사료 

공급 부문, 사무용품 관련 

부문(신문, 잡지사 포함), 

건축 및 조경용품, 음식접

객 부문(테이크어웨이 및 

음식배달)

▲ 운송, 화물 및 물류 : 도
로-철도-항공 및 선박 서

비스, 운송 작업 및 공급 

서비스 부문, 물류 센터. 

항만 및 공항 수출입 부문, 

배달 서비스, 우체국, 승객 

운송, 택시 및 공유차량 서

비스, 이사 서비스, 차량정

비(차량정비 출동 서비스, 

견인 등 포함), 자동차대여 

직종

▲ 에너지, 원자재, 수자원, 
폐기물 관리 : 에너지 공급(

전기, 액체연료, 가스 등), 

상하수도 관리(위생 및 배

수 부문 포함), 광산 및 

FIFO 근로자를 포함한 물

품 공급 서비스, 폐기물 처

리(쓰레기 수거, 처리, 보

관 및 폐기 서비스) 

▲ 통신, 데이터, 방송 및 미
디어 : 통신 서비스, 대중에

게 뉴스 또는 정보를 제공

하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 

서비스, 방송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연금 서비스,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

▲ 교육 및 차일드케어 : 교
육 및 학교 서비스, 육아교

육 및 보육, 성인 및 고등

교육

▲  건축 및 건설 : 긴급 보

수 및 관리, 건설 현장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

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

인 현장 종사자, 건설현장 

지원 부문(현장 의료 지원, 

건축 관련 검사 등) 

▲  응급 서비스, 안전, 법 
집행, 사법 및 교정 서비스 : 
경찰-소방 및 구조-구급

차 등 치안 및 위기 대응 

부문, 국방 및 국가안보, 

법률 서비스

▲ 필수 연구 부문 : 공공

보건 연구 및 호주 사회-

경제에 필요한 필수 연구,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부문, 

임상시험 및 동물시설 관

련 연구 부문 

▲ 주요 정부 기능, 연방 및 
주-지방정부, 공공사업 : 사
회복지-산재보상-근로자 

지원-육아 지원 서비스 

및 메디케어, 선거 관련 부

문, 의회 제반 직종, 영사 

및 외교 서비스, 공공재산 

및 토지-기반시설(도로 

등) 운영-점검-유지관리, 

규제업무 부문 

▲  숙박 서비스 및 부동산 
: 신규 임대-임대종료 또

는 부동산 매각을 위한 조

사 활동, 온라인 경매-매

매 및 임대차 계약 서비스, 

기존 고객-필수 근로자-

검역을 위한 숙박 서비스

▲ 위 카테고리를 지원하는 
분야 : 자재 및 제품 생산-

제조-가공-포장 및 유통, 

행정-규제-운용-물류-

통신-산업보건 및 안전-

노사관계-고객지원 부문, 

IT 지원-사이버 보안-엔

지니어-기술인력-법률지

원 및 연구, 청소작업-제

품설치-건설-유지보수 

및 수리(배관, 전기, 해충

방제, 잠금장치 제조 및 기

술인력 포함), 필수 기능 

수행자 대상의 숙박 및 음

식물 제고 서비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4면에서 이어받음

호주 인구의 대부분은 

이처럼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 해안가 지역어 거주

한다. 때문에 50도의 위험

한 폭염에 대해 걱정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폭염상태

는 호주 대륙 전체에 걸쳐 

훨씬 더 일반적이고 극단

적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 지역에서

의 도로와 콘크리트가 태

양열을 흡수해 최고 온도

를 몇 도까지 높이고, 위험 

상황을 만든다. 

‘파리 협정’(Par i s 

Agreement)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씨로 유

지한다고 해도 서부호주 

지역은 물론 시드니와 멜

번에서도 섭씨 50도의 폭

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2020년 

1월, 시드니 서부 외곽의 

펜리스(Penrith)는 48.9도

씨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씨 이하

로 유지하는 것도 달성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긴급하게 감축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상태로는, 탄소 배출

량 감축에 대한 전 세계의 

조치는 우리가 지구 생명

체의 치명적 결과를 볼 수 

있는 약 2.7도씨의 온난화

가 실제 궤도에 있음을 암

시한다.

킹 강사는 “이 무서운 

미래를 막기 위한 길은 모

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라며 “호주와 같은 주요 

탄소배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는 조치가 강력할

수록 지구는 덜 뜨거워지

고 호주의 극단적 폭염도 

덜 심화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온실가스, 지구 기

온, 그리고 호주의 극단적

으로 위험한 폭염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킹 강사는 “대개

의 호주인들이 여름의 무

더위를 잘 이겨낸다고 생

각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

게도 당신이 태어나던 당

시의 기후는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면서 “슬프

게도 우리의 농장, 야생동

물, 교외 지역은 앞으로 수

년 동안 예상되는 극심한 

폭염에 대처하고자 고군분

투해야 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 내각, 감염자 밀접 접촉자 격리면제 범위 확대키로
노동력 부족 압박 해소 차원... 대부분 직종, 면제 대상에 포함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의 격리 의무가 노동력에 경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방 내각이 
접촉자 격리 면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호주의 날씨는 태평양이 어떤 상태인가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호주는 중부 및 동태
평양 적도 부근에서 정상보다 낮은 해수온도
를 보이는 라니냐(La Niñ a) 현상에 직면해 있
다. 호주대륙 서부의 극심한 더위와 동부 퀸
즐랜드 일부 지역의 홍수(사진) 패턴은 라니
냐 여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진 : 
Queensland Fiñre and Emergency 
Serviñces의 Facebook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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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에서 이어받음

콜리뇽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강한 압

박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하

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

씬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위험은 낮다”면서 

“우려되는 점은, 위험성은 

약 10배 낮은 반면 약 10배

나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SW 주 보건부가 이달 

둘째 주 내놓은 모델링 결

과에 따르면 향후 2주 이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

미크론 발병의 정점에는 

NSW 주 전역 병원의 

4,700개 병상이 COVID-

19 환자로 채워질 것이라

는 예상이다.

현재 NSW 주 공립병원의 

총 병상 수는 9,500개이며 

민간 병원을 추가하면 

12,500개의 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링은 

COVID-19로 인한 ICU 입

원 환자가 앞으로 몇 주 이

내 273명으로 증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

염성으로 인해 NSW 공립

병원의 비긴급 선택 수술은 

COVID-19 환자 대처를 

위해 대부분 취소되었으며,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의료

시설 직원들의 감염이 증가

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상당

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

려했다.

한편 NSW 보건부 대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부터 1월 4일까지 중환자

실에 입원한 COVID-19 

양성 환자의 4분의 3이 델

타 변이 감염자였으며, 이

들 중 62%는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다.

NSW 보건부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

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COVID-19 백신을 접종받

지 않은 환자의 2.1%가 중

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사망

했다. 이는 백신을 접종받

은 후 입원한 환자들에 비

해 5배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받은 이

들이 극히 적었던 지난해 6

월까지, COVID-19에 감

염된 이들의 3.6%가 ICU

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거나 

사망했다.

콜 리 뇽  교 수 는 

“COVID-19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불균형적

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입원을 막는 방법은 보다 

많은 이들이 예방접종을 받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부터 백신접종 비율이 크게 

증가했던 NSW 주는 팬데

믹 사태 첫 해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며 “2021년 10

월 9일에는 그 이전해 멜번

에서 본 것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NSW 주 사망자가 

크게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달 둘째 주 현재 NSW 

주에서는 성인 인구의 

93.7%가 두 차례의 접종을 

완료했으며 95.1%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아

울러 연방정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5세에서 11세 미

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

신접종을 시작했다.

■ 백신접종-비접종자의 
ICU 입원 및 사망 비율
-예방접종자 : 0.4%

-미접종자 : 2.1%

-합계 : 1.5%

*ICU 입원 또는 사망으로 정

의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진 각 

범주의 COVID-19 사례 비율

Source: NSW Health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전염병 전문가인 피터 콜리뇽
(Peter Collignon. 사진) 교수. 그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이 불균형적으로 오미크
론 변이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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