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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선거 사전투표 시작... “여성 유권자가 총선 승패 가를 수도” 분석
여성 유권자들, 집권당 외면... 5월 첫 주 입소스 및 뉴스폴 조사도 노동당 앞서
이번 주 월요일(5월 9일)
부터 전국 500개 이상의 투
표소에서 사전선거가 시작
됐다. 올해 연방선거의 승
패를 가를 결정적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조만간 호주 국민들은 자
유당 대표이자 현 집권 여
당(자유-국민 연립)의 스
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블루컬러 지지 기반
의 노동당을 연속으로 물리
치고 정치적 생존의 길을
닦은 뛰어난 정치인인지,
아니면 노동당이 지난 9년
간의 노력 끝에 다시 정권
을 되찾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전선거가 시작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
가 여성 유권자들에 의해
판가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예상
은 지난 1년 사이 여성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더 많은 상

지난 5월 9일(월)부터 전국 500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정당 선호도는 노동당이 자유-국민 연립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왼쪽)와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오른쪽) 대표.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처를 입었다는 점에 기반한
다.
사실 2020년 전염병 사태
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여성
이었다. 그런 반면 이들은
육아와 고령자 돌봄의 책임
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이들
이다. 게다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직
종에 근무하는 이들이 많
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혜

택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계층이라는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 예산을 깨달은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이 고용될
가능성이 낮은 건설 및 제
조업 부문에 정부 지원이
치중됐으며 여성 근로자로
대표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무시할 만한 지원이 있었음
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점
도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하

는 대목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움직이
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 대우
에 항의하는 캔버라 의회
앞 행진에 수만 명의 여성
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 여기에다 기후, 여성 책
임 및 존중 문제를 제기하
며 거대 정당 여성 후보에
게 도전한 무소속 여성 후
보군에 여성 봉사자들이 대
거 선거운동 지원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전선거가 시작된 다음
날, ABC 방송은 이번 총선
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움직
임이 달라졌다며 여기에다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Newspoll 및 Ipsos 조
사)를 통해 집권 여당이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
다. 성별에 따른 투표 패턴

에서, 모리슨 총리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입소스’ 조사를 보면
여성 유권자의 51%가 노동
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유-국민 연립을
지지하는 이들은 32%에 불
과했다. 근래 이슈가 된 ‘
생활비 부담’과 관련해 ‘
어느 지도자가 이를 잘 대
처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
는 ‘뉴스폴’의 설문 항목
에 대해서는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노동
당 대표를 꼽은 여성 유권
자 비율이 45%인데 반해
모리슨 총리라고 답한 이들
은 38%로 제법 큰 차이를
보였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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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대의 최저 지지율로 출범
이명박 84%-박근혜 78%-문재인 87%과 크게 대비, ‘민심 온도’ 잘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연합뉴스 발췌)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
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
다. 지난 10일(화) 윤 대
통령은 취임사에서 “우
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
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
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라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
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
다.
이어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
이 되어야 한다. 어떤 개
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
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

저 위협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그가 취임사에서
한국의 어려움을 해결할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것은
‘자유’였다. 이 단어는
취임사의 열쇳말인 ‘대
통령’(32번)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 무려 35차
례나 언급했지만 그가 강
조해온 ‘공정’은 3번,
‘상식’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
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
이 40%대라는 낮은 민심
속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
은 경제 회복과 대내외
과제를 풀어가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힘든 상황
이 전망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정 초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박빙으로 끝난 지
난 대선의 여파가 이어지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
다. 또 이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방
향성보다는 추진하는 정
책이 실제 국민의 삶에
얼마나 체감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
고 있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
이 지난 3일과 4일 양일
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
무 수행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41%는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
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월2주 차
조사 때 50%를 기록했지
만 4월3주 차 42%, 4월4
주 차 43%, 이번 5월1주
차 조사에서 41%까지 전
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모
습을 보였다.
낮은 지지율에는 여소
야대 국면에서 새로 출범

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가시지 않
았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
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
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안
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
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들의 지지도가 상승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이
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
은 “대선의 0.7%p 차를
명심하고 민심을 읽어내
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
선 결과나 낮은 국정지지
도는) 언제든 민심이 다
시 돌아설 수 있다는 일
종의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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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변호사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KNA1805

효자
비디오가 세계를 지배했던 한때
가 있었다. 1979년에 발표된 세계
적 히트곡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는 라디오를 고물상자로 전락
시킨 비디오를 빗대어 과거에 대한
향수를 그리는 노래였다. 198090년대 재외한인사회에서 ‘비디
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우스개말이 통
했었다. 비디오를 본적이 없는
2000년생들이 이해 할리 만무하지
만 언어장애로 문화가 결핍된 이민
자 사회에서 비디오가 인포테인먼
트를 총망라했던 시절이였다. 비디
오가 대세였고 최고의 효자였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에게 비디오는 기쁨을 선사하는 효
자였다.
흥미롭게 고려장을 언급하지만
들어만 보았지 본적이 없다는 사람
들 뿐이니 예나 지금이나 큰 의미
없는 말이다. 그렇다고 심청이가
많은것도 아니다. 영어에는 효자라
는 단어가 없다. 서양에 효자가 없
지는 아닐찐대 Good Son 은 두 단
어를 나열한 것뿐이고 효녀란 영어

단어도 없고 불효자도 없다.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100
세 시대를 맞이한 21세기에 나의
안정된 노년을 자식에게서 기대하
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믿고 싶
다.
효자란 말도 없는 호주에 ‘긴 병
에 효자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효자가 여럿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
고자 한다.
Age Pension, Aged Care,
Nursing Homes, CASS 그리고 흔
히 NDIS라 알려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등등
여러가지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NDIS는 호주
정부가 2013년에 제정된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에 따라 2000년에 풀가동하여
Reasonable & Necessary 한 치료
와 경비를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이
며 실제로 65세 미만의 모든 사람
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보험제도
이다. 물론 사회보장의 천국 호주
에는 1908년에 시작된 Invalid and
Old0Age Pensions Act 1908 등이

있어 호주 최대 및 최고 효자 호주
연방정부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
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떻게 시작되
었을까?
가장 최근에 시작된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의 경우 2012년
11월 Julia Gillard 연방 총리가 호
주국회에 법안을 올렸고 2013년3
월에 통과된 법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 을 기초하여 실행되는 제도
로 매년 수억만불이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과 법들은 변호사
출신들이 시작한 경우가 태반이다.
Julia Gillard는 법대를 졸업하여 오
랜 로펌 변호사 활동 후 정계에 투
신하여 총리에까지 오른 정치가로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
치가였다.
호주에서는 정치가들의 아이디어
를 법대/변호사 출신 보좌관들이
문서화 시켜서 국회에 법안을 올리
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하
원-House of Representatives) 토
론 (Debate)을 거쳐 통과되면 상원

(Senate)에 올려지고 이곳을 통과
후에 제정되는 것이다. 사사건건
법률용어의 옳고 그름을 고민한후
정식 법으로 공포되는 절차가 상당
히 길다. 국회에서 공포된 법은 이
후 사회로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들
로부터 검증을 당하고, 변호사들에
게 이용당하고 최후에는 판사로부
터 해석되어 위신을 갖추게 되는 것
이다. 이것이 법의 위력이다.
호주 최고의 효자는 연금, 생활
비, 치료비를 지불하는 호주 정부가
아니라 호주 법인 것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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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증가하고 있다...” NSW 주 보건부, 독감백신 접종 촉구
하자드 보건부 장관, “지난 2년여 잠잠했던 인플루엔자 사례, 크게 증가” 경고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 발생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NSW 주 보건
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 특히 건강상 취약한 이들은 COVID-19 백신뿐 아니라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NSW 주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보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올 겨울, 이례적인 독감
시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NSW 주 보
건부가 독감예방 접종을 촉
구했다. 지난 2년여
COVID-19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와 국경 폐쇄로
인플루엔자 감염은 사상 최
저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NSW 주 브래드 하자드
(Brad Hazzard) 보건부 장

관은 이달 첫 주 보도자료
를 통해 COVID-19 감염
환자 발생이 여전히 지속되
는 것과 동시에 독감이 2년
만에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
본인은 물론 가족 및 주변
의 가까운 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모든 이들이 독감 백신

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면
서 “그 동안 수없이 들었
던 COVID 백신으로 예방
접종에 대해 피로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우
리 사회의 취약한 이들은
가능한 빨리 독감 예방접종
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고령층, 임
산부, 5세 미만 어린이, 원
주민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은 지금 무료로 예방접
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
붙였다.
NSW 주 보건부 최고 의
료책임자인 케리 찬트
(Kerry Chant)도 독감환자
증가를 우려했다. 찬트 박
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한 주(a week) 사이에만
NSW 주에서는 1천 건 이
상의 인플루엔자 사례가 발
생했다.
찬트 박사는 “독감 환자

증가와 함께 고령층 및 영
유아 입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보건당국
이 조언했던 것처럼 국경에
개방되고 전염병 방역을 위
한 공공보건 조치들이 완화
되면서 지난 2년간 다소 잠
잠했던 독감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찬트 박사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독감에 거의 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면서 “생후 6개
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 부
모는 지체하지 말고 예방접
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
고한다”고 덧붙였다.
독감으로 인해 심각한 질
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간
주되는 이들은 무료로 백신
을 접종받을 수 있다. 여기
에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원주민(토레스해협 도서민
포함), △6개월에서 5세 미

만의 어린이, △심각한 건
강 상태(중증 천식, 당뇨,
암, 면역 장애, 비만, 신장,
심장, 폐 또는 간 질환 등)
에 있는 이들,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층이 포
함된다.
또한
보건
당국은
COVID-19 백신접종 또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현재
당국은 16세 이상 모든 이
들이 두 번째 백신접종 3개
월 후에 추가접종(booster
shots)을 받아야 한다고 권
장한다. 여기에다 심각한
질병 위험이 높은 이들의
경우 ‘COVID-19 추가
부스터’(또는 겨울용 부스
터)도 권장된다. 만약
COVID-19에 감염됐다면
3개월 후 다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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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사건 크게 증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층, 각별한 주의 필요”
인터넷 쇼핑사기-전자메일 해킹 극성, 2021년 한해에만 고령층 피해 신고 1만6천 건
호주 공정거래소비자위원회, “사기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경고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크게 늘어남에 따
라 NSW 주 당국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CCC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
만 고령층의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는
16,915건에 이른다. 사진은 온라인 사기 행
각을 묘사한 이미지. 사진 : Pixabay /
teguhjatipras

온라인을 통한 업무 처리
및 상품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사건도 크
게 늘어나고 있다. NSW 당
국은 특히 고령층 등 온라
인 사용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고 촉구했다.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
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사기 피해를 입은
고령층으로부터 16,915건
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1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NSW 공정거래부(Dept.
of Fair Trading) 엘레니 페
티노스(Eleni Petinos) 장관
은 최근 미디어에 보낸 보
도자료를 통해 범죄자들의
사기 시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주문한 적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가짜 청구서를 보내 지
급을 촉구하는 식의 허위
청구사기로 NSW 주에서만
67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
했다”고 말했다.
NSW 공정거래부에 따르
면 한 소비자의 경우 융자

브로커의 전자메일이 해킹
당하면서 76만 달러의 손실
을 입었다. 또한 온라인 쇼
핑 사기로 인해 지난해 고
령층이 입은 피해는 18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수법의
가장 흔한 사례는 가짜 웹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비자
를 유혹하는 것이다.
페티노스 장관은 “취약
계층을 노리는 것은 가장
혐오스런 행동”이라며 “
특히 고령층을 노리는 사기
범죄자들은 누구라도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등
치는 사기 범죄자들에 대해
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
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
다.
이어 장관은 “어떤 경우

라도 비용을 요구하면 경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
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가
상화폐 등 특이한 지급 방
법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하
는 경우”라고 말했다.
NSW 다문화부를 겸하고
있는 마크 쿠어(Mark
Coure) 시니어부 장관도 “
우리 사회의 고령층을 의도
적으로 노리는 행위는 참으
로 역겨운 짓”이라며 “고
령층이 저질 범죄자들의 사
기행각 대상이 되어 평생
모아 놓은 자금을 잃어버리
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부는 고령
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
에 대한 정보와 비양심적
업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했
다. 이를 확인하려면 공정
거래부 사이트의 관련 페이
지(fairtrading.nsw.gov.au/
help-centre/youth-andseniors/seniors)를 방문하
면 된다.
또한 고령층 및 장애인 복
지를 담당하는 ‘Ageing &
Disability Commission’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방치, 착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동
위원회 사이트 (ageing-

disabilitycommission.
nsw.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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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Election 2022- 유권자들, 탄소배출량 감축 조치 ‘압도적 지지’
‘Vote Compass’ 조사... ‘이를 위한 높은 비용지출 용의’, 녹색당에서 가장 높아
녹색당 지지자 25%, 연 2천 달러 지출 가능... 연립 26%는 ‘지출하고 싶지 않다’
지난 10년 넘게 호주 정
계를 사로잡은 오랜 주제
는 ‘탄소배출 감축’이
다. 과연 호주는 이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할까.
기후변화 문제가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부상한 지금,
올해 연방선거를 기해
ABC 방송의 유권자 여론
조 사 인
‘ V o t e

Compass’가 다시금 이
주제를 제기한 가운데 압
도적인 수의 호주인들은
“(탄소배출 감축에) 더 많
은 조치를 원한다”는 답
변이었다.
온라인 기반으로 실시
되는 ‘Vote Compass’
의 ‘환경’을 주제로 한
조사에서 유권자의 거의
60%는 탄소배출을 ‘(지
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었으며
또 다른 20%는 ‘다소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답해 전체의 79%가 추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7%만이 탄소배출
감축을 더 적게 해야 한
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다른 13%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 문제 인식,
보기 좋은 모습이다”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에 거주하는 캐
서린 패터슨(Catherine
Patterson)씨와 그녀의
가족은 탄소배출을 줄이
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환경 실천
가이다.
퍼스의 한 환경 자선단
체에서 일하는 패터슨씨
와 그녀의 남편은 자동차
를 이용해 많은 여행을
하는 것조차 자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
다”는 권고를 잊지 않는
다.
그녀가 사는 집안의 대
부분 가구는 중고품들이
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몇
번을 더 생각해 구입을
결정하고, 집안에서 나오
는 폐기물 중에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렇
게 처리함으로써 가능한
쓰레기를 줄여가고 있다.
패터슨씨는 “호주의
많은 가정들이 우리와 같
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

다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갖
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보
기 좋다”고 말했다.
배출량 감축 정책,
각 정당에 따라 달라
시드니대학교 피터 첸
(Peter Chen) 박사는 “(기
후변화에 대한 증거가) 실
제 상황이며 그 영향이 상
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유권자들은 기후 변화
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고 진단하면서 “지난 선거
(2019년) 이후 우리는 최악
의 산불과 극심한 홍수를
겪었다”고 말했다.
동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을 강의하는 그는 올해 선
거(5월 21일)가 끝나면 정
치과학자들이 한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
상했다. “우리는 이번 선
거에서 기후 문제의 큰 영
향을 보게 될 것인가?”라
는 물음이라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해 첸 박사는 “지
난 선거(2019년)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nvironment’를 주
제로
한
‘Vote
Compass’ 조사에서 노동
당, 녹색당, 자유-국민 연
립을 지지하는 이들 대다수
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
지했다.
하지만 호주가 ‘훨씬 더
많은 행동을 취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각
정당 당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녹색당 유권자의
경우 94%라는 압도적인
수가 ‘훨씬 더 많은 조
치’를 원하고 있으며 노동
당의 81%가 같은 의견을
보인 반면 연립 지지층에서
는 23%만이 ‘훨씬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
이었다.

▶28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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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반란과 지혜
솔로몬 제도는 ‘솔로
몬’이라는 이름 말고는
특별한 구석을 찾기 힘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이
다. 전체 인구가 70만 명
안팎으로 남서쪽으로 약 2
천km 떨어진 이웃 ‘대
국’ 호주의 압도적인 영
향력 아래 있어 왔다. 이러
한 솔로몬 제도가, 현지 중
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해 중국
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
는 안보협정을 중국과 체
결하면서 순식간에 국제정
치계에서 태풍의 눈이 됐
다. 당사국들은 극구 부인
하지만 협정에 포함된 몇
몇 포괄적 조항은 중국이
솔로몬 제도 내에 해군기
지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로 ‘중국 해군 기지’가
현실화한다면 호주로서는
악몽과 같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적성국가나 다름
없는 중국이 바로 머리 위
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21
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이 안보협정을
막지 못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비판하고 나섰
다.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최고위직인 외교부 장관이
나 총리가 앞장서서 이를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호주는 땅덩어리는 크지
만 미국, 영국, 중국, 러시
아 같은 강대국 이미지와
는 거리가 먼 나라이다. 하
지만 솔로몬 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에 산재한 섬나라들에게는
강대국 못지않는 위상을
갖고 있다. 호주 정부도 '
태평양 가족'(The Pacific
Family)이라는 용어를 만
들어 뉴질랜드를 포함해
이들 섬나라들의 맹주 역
할을 자임하고 있다. ‘태
평양 가족’은 가장이나
장자는 당연히 호주의 몫
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 주
도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를 담고 있다.
솔로몬 제도가 끝내 중국
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
은 호주가 주도하는 ‘태
평양 가족’ 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란이다. 중국을
뒷배로 작은 섬나라가 호
주의 헤게모니를 전면 부
정하는 결정이기 때문이
다.
마나세 소가베레 솔로몬
제도 총리는 이번 안보협
정을 반대하는 호주와 미
국을 빗대어 “마치 우리
를 45구경 권총을 갖고 노
는 유치원 학생처럼 모욕

적으로 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호주의 지원에 의존해 눈
치를 보는 위성국이 아니
라는 선언이다. 만약 태평
양 지역의 다른 섬나라들
도 솔로몬 제도를 따라 친
중 노선을 걷는다면 미국
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
체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
될 위험성이 있다. 중국은
이들 섬나라를 징검다리
삼아 마침내 남중국해를
벗어나 태평양 지역으로
팽창을 시도할 것이기 때
문이다. 호주와 미국 입장
에서는 잠시 방심하는 사
이에 하찮은 돌 하나가 바
둑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
는 셈이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미
중 패권전쟁 와중에 호주
는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강대국’ (Lifestyle
Superpower)이라는 이미
지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정치, 경제, 군사, 안보는
물론 코로나19 발원지 조
사 등을 두고 중국과 대립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할수록 호주
는 ‘라이프스타일’을 버
리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
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향후 10년에 걸쳐 2천700

억 호주달러(약 243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했
고, 영국, 미국과 새롭게
‘오커스’(AUKUS) 동맹
을 맺고 전격적으로 핵추
진 잠수함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반중 인사인 피터 더튼 국
방장관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전쟁 불
가피론을 전파하고 있다.
호주가 아무리 군사력을
증강해도 미국과 중국의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솔로몬 제도가
중국을 믿고 독자노선을
추구한다면, 호주는 미국
과 연합해 반중 노선을 걷
고 있을 뿐이다. 이 두 나
라는 큰 틀에서 보면 미중
패권 다툼에 각자 참전한
변방 세력에 불과하다. 문
제는 이들이 외부적으로
강경한 군사적 대립을 추
구하는 동안 국민들은 팍
팍한 삶을 강요당하기 쉽
다는 것이다. 안보가 명분
이 되면 정부가 다양한 의
견을 억압하고 국민의 자
유를 침해해도 이의를 제
기하기 어렵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석탄, 축산,
수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정말 전쟁

이 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호주를 선택한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과 총을 들고 나
서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급변하
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
처하기 위해서는 친어머니
를 가려내는 동시에 아기
의 생명도 보호한 솔로몬
왕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
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태평양 지역의 다른
섬나라들도 솔로몬제도를 따
라 친중국 노선을 걷는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
체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호주와
미국 입장에서는 잠시 방심하
는 사이 솔로몬제도라는 하찮
은 돌 하나가 바둑판 전체 판
세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정동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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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료 부담 감소, 높아진 생활비 압박 완화의 한 방법이다”
‘Aus Solar Energy Group’, 태양광 전기 생산 시스템 설치 권장
올해 정부 보조금 가장 높아... 회사측 할인 제공, 거의 절반 가격 가능
올해 연방선거의 핵심 중
하나는 높아진 생활비 부담
이다. 높아진 주택가격과 이
에 따른 임대료 상승, 호주

현지는 물론 전쟁 등으로
치솟은 물가는 가계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거대 정당도

호주인 가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뿐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산불, 올 들어 발생한 최악
의 홍수까지, 기후변화로 인
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
나면서 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에너지
관련 회사가 각 가정의 전
기 사용료를 줄임으로써
생활비 압박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고 제안했다. 호
주 전역에서 태양광 에너
지 생산 시스템을 설치하
는 ‘Aus Solar Energy
Group’(이하 ‘Aus
Solar’)이다.
이 회사가 제안하는 것은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료
절감이다. “태양광 설치
로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주택의 지
붕 보호,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페인트 작업 시기를
늦춤으로써 주택 보수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 과잉 생산된 전력
은 자동으로 발전소와 전
력회사에 판매함으로써 기
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도 언급했다.
‘Aus Solar’는 태양광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제품
공급업체로 2009년에 설
립되었다. 지금은 매년 3
천 세대 이상의 가정에 솔
라 판넬을 시공하고 있는
전문 회사로, 가정용뿐 아
니라 농장, 마켓, 골프장,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풍
부한 설치 경험을 갖고 있
다. 또한 시드니뿐 아니라
브리즈번, 멜번, 애들레이
드, 퍼스 지역에서도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의 솔라 시스템
기술 담당자 중 하나인 올
리버 김(Oliver Kim) 엔지

니어는 “이미 솔라 판넬을
설치한 기존 고객들로부터
신 뢰 를
얻 은
‘TALESUN’과 함께 가
정용 및 상업용 태양광인
‘Bistar TPL60M(H)XXX’ 모델의 패널을 사용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특징은 고출력이 가능하고
점유 공간이 적으며 설치비
용이 저렴하다”고 소개했
다. 특히 2400Pa 풍하중,
5400Pa 설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30건
이상의 내부 성능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Clean
Energy Council(CEC)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라는 게 올리버
김 엔지니어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부터 정부에
서 가장 높은 2,9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태
양광 판넬을 설치할 좋은
기회”라면서 “여기에다
‘Aus Solar’가 제공하는
500달러의 할인을 감안하
면 전체 비용(7,400달러)의
거의 절반으로 평생 전기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어 올리버 김 엔지니어
는 “앞으로 정부 보조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며, 태양광 에너지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각 업체의 설
치비용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과금 부담
을 크게 덜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올 들어 크게 치솟은 가계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 방안으로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판넬 설치가 권장되고 있다. 사진 : Aus Solar Ener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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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선거 사전투표 시작... “여성 유권자
가 총선 승패 가를 수도” 분석 ·· A3면

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대의 최저 지지율로 출범 … A4면

SNS 중 하나인 ‘트위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나...
'테슬라' CEO의 440억 달러 인수로 화제, 전 세계 13억 명 이상이 계정 개설
특정 주제만이 아닌, 글로벌 사회운동의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 우려 남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또는 사이트) 플랫폼 중 하나인 트위터(Twitter) 계정은 전 세계 13억 명이 갖고 있으며 매일 1억3천 만 명 가까운 이들이 이 계정을 이용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CEO인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440억 달러(호주화 약 614억 달러)에 이를 인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진 : Twitter

‘SNS’로 약칭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또는 사이트. Social
Network Services/Sites)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
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래 페이스북(Facebook), 트
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SNS는 컴퓨터 네크워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오래되었지만, 현대적
개념의 SNS는 1990년대 이후 월드와이드웹 발전의 산물이다. 신상 정보
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는 각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440
억 달러(호주화 약 614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인구는 13억 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매
일 사용되는 계정은 1억9,200만 개에 달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디지털 기술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트위터는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모나시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강의하는 베러티 트로트(Verity
Trott) 박사는 트위터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꽤 배타적인 부분
이 있는 편”이라면서 “미디어, 정계와 학계 또는 팬덤(fandom)에 관련
되거나 특히 이들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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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해시태그(hashtags. #마크로 표시)가 달린 특정 주제들만을 다루지 않는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인 #BlackLivesMatter, 권력에 의한 성추행(폭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과 권리 찾기인 #MeToo(사진 이미지) 등의
글로벌 사회운동은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사진 : ISSAT-DCAF

니

스페인 긴축 정책에 반대하

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

역사에서 골치 아픈 주제였

다”(#NotAllMen)라고 주

는 일련의 시위), 자본주의

다.

으며 지금도 그러하다”고

장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의 상징으로 부의 불평등에

트위터는 또 비슷한 성향

하지만 트위터의 영향은

#YesAllWomen 해시태그

반발하는 ‘Occupy Wall

이나 활동을 하는 이들을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에는 이에 반박하는 글이

Street’라는 대규모 시위

찾고 연결하는 곳이기도 했

비상사태 발생하면

만 국한되지 않는다.

100만 건 이상 트윗되기도

도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다. 새먼드씨는 “‘LGBT

트위터를 체크한다

▶18면에서 이어받음

것

은

아

Christians’는 기독교 트위

했다.
특정 주제에서
글로벌 움직임까지

덧붙였다.

트 로 트

박 사 는

수용과 커뮤니티 찾기

“#YesAllWomen 해시태

터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상황 커뮤니케이

“최근까지만 해도 주류 기

션’은 트위터의 관련성을

그는 모든 남성이 성차별과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독교 공간에서 섹슈얼리티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

해시태그

젠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와 LGBT(lesbian, gay,

다. 트로트 박사는 지난

(hashtags. #마크로 표시)

아니지만 모든 여성은 이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

bisexual, transgender) 등

201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

가 달린 특정 주제들만을

같은 젠더 폭력의 위협을

다. ABC 전국 라디오의

젠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타(Jakarta)의 극심한 홍수

다루지 않는다. 인종차별

안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Soul Search’ 프로그램

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덧

상황에서 트위터를 사용해

반 대

다”면서 “이 같은 트위터

PD이자 종교-팝과 인터넷

붙였다.

‘검증된 미디어와 당국으

#BlackLivesMatter, 권력

사용은

문화 등에 관한 주간 뉴스

그는 “기독교 트위터도

로부터 빠르게 확인된 상황

에 의한 성추행(폭행) 피해

‘Women's

March’,

레터 ‘Modern Relics’의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가

을 일반 대중에게 신속하게

여성들의 고발과 권리 찾기

#MeToo와 같은 여성 항변

저자이기도 한 로한 새먼드

맡고 있는 주간 뉴스레터

알리고자 효과적으로 정보

인 #MeToo 등의 글로벌

의 토대를 마련했다”덧붙

(Rohan Salmond)씨는 지

‘Modern Relics’ 최신판

를 전달한 사례’를 언급했

사회운동은 트위터에서 시

였다.

난 2008년 온라인에서 알

은 우연히 에로틱한 교회

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구촌

게 된 친구들을 팔로우

표지판을 탐구하는 내용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곳곳의 주요 사건들, 가령

(follow)하고자 트위터를 사

담게 됐다. 또 새먼드씨가

트위터를 통해 주요 소식이

“#YesAllWomen이라는

‘아랍의

용하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 가장 좋아했던

전해진 뒤 방송매체에서 ‘

해시태그 또한 지난 2014

Spring. 2010년대 초 아랍

그는 “또한 내 트위터를

신학적 논쟁 중 하나는

속보’로 해당 소식이 보도

년 이슬라 비스타(Isla

세계 대부분에 걸쳐 일어난

팔로우 하는 모든 이들에게

‘Baby Yoda’에게 세례

되기도 했다.

Vista)가 여성혐오주의자

반정부 시위, 봉기, 무장 반

트윗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엘리엇 로저(Elliot Rodger)

란, 부패와 경기 침체에 대

보니 마치 거대한 문자 그

에 대한 것이었다. “세례

의 총기에 살해된 직후 등

한 대응이었으며 튀니지에

룹에 있는 것 같았다”면서

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

장했다”고 말했다.

서

“미디어에서 일하기 시작

구를 위한 것인가? 유아 세

h

한 후에는 좀 더 자체 검열

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

트위터 사용자들은 “모든

Indignados’(2011년과

을 하기는 했지만 공공 저

닌가? 이론적으로 외계인에

남성이 (엘리엇 로저처럼)

2012년 local 및 regional

널과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선거를 전후하여 시작된,

올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

라는 그는 “세례는 기독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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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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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격 사건 이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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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플랫폼이 반드시 그 플

그러면서 “사용자가 라이브 이

랫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

벤트, 정치 논평, 뉴스 및 정보에

니다는 것이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단

“‘4chan’이나

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이 SNS

‘8chan’은 다수의 백인과 남성

을 매우 유용하게 만든다”고 말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여러 공격을

했다.

그녀는

포함한 절대적으로 끔찍한 폭력,
즉 크라이스트 처치 총격 사건, 이

“트위터에는

슬라 비스타 살해 사건을 초래한,

모두를 위한 것이 있다”

절제되지 않은 ‘와일드 웨스
트’(wild west) 인터넷 문화의 핵

고. 트위터는 많은 이들에게 이상

심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로트

박사가

언급한

‘4chan’은 익명의 영어 이미지

모나시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강의하는 베러티 트로트(Verity Trott. 사진) 박사. 그녀는 트위터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꽤 배타적인 편”으로 “미디어, 정계와 학계 또는 팬덤(fandom)에 관련되거
나 특히 이들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사진 : Institute for Research on Male
Supermacism

▶19면에서 이어받음

나비스(Anthony Albanese)가 연
방 선거 캠페인이라는 중요한 시
기에 COVID-19 검사에서 감염

시드니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이 확인된 일 등은 트위터를 통해

미디어 수석 강사인 조너선 허친

보다 빠르고 폭넓게 일반 대중에

슨(Jonathon Hutchinson) 박사

전해졌다.

는 “트위터는 비사용자에게도 관
련이 있다”면서 “주목할 만한

SNS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트위터 활동은 항상 주류 미디어
와 호주인이 사용하는 기타 플랫
폼에 침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 트위터 계정 사용
자들의 주목을 받은 뉴스 중 하나

가령 미국 배우 윌 스미스(Will

는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트

Smith)가 오스카 시상식장에서 크

위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일 것이

리스 록(Chris Rock)의 뺨을 때린

다. 이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나치

대한 그의 견해를 감안할 때 우려

즘을 언급하는 등 소셜 미디어에

를 제기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공격적 게시물을 올린 자유당 후

트로트 박사의 견해는, ‘표현

보 카렌 데브스(Karen Deves), 최

의 자유 우선’(‘free speech

근 야당(노동당) 지도자 앤서니 알

above all else’) 정책을 지지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차치하
하면서도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주
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시판 웹사이트로, 2003년 10월

ABC RN의 로한씨는 얼마 전

Christopher ‘moot’ Poole이

트위터 상에서 러시아 침공을 받

시작했으며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방법

서 비디오 게임, 요리, 무기, 텔레

중 하나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비전, 음악, 문학, 역사, 피트니스,

마법을 걸 것인가에 대한 마녀들

정치,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

의 토론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한 주제에 관한 게시판을 호스팅

그는 “마법을 거는 것에 찬성

하지만 남성 우월 의식이 짙다. 또

하는 사람들, 비효율적이거나 잠

‘8chan’은 백인 우월주의, 신

재적으로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는

나치즘, Alt-right(인종 차별주의,

이들간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소

우상 숭배, 패권주의 등의 요소로

개하면서 “다양한 마녀들이 다른

특징 지어지는 극보수적 정치 사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들

상 이데올로기), 인종 차별주의 및

어보는 것이 신기했고, 아마 트위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 다수의 대

터가 없었다면 이런 토론을 목격

량 총격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극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

우 집단의 이미지 게시판 웹사이

다.

트(imageboard website)이다.

트로트 박사 또한 흥미로웠던

트위터 상에서 증오 행위나 폭

한 사례를 소개했다. 트위터 상에

력 선동 등 플랫폼 운영사의 규칙

서 논란이 된 시리얼 브랜드 스캔

을 위반함으로써 계정이 차단됐던

들이다. 그녀는 “지난해 한 고객

사용자들이 엘론 머스크의 ‘표현

이 신나먼 토스트 크런치 박스에

의 자유’ 방침에 따라 복귀할 수

서 새우 꼬리를 발견했을 때 트위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

터를 통해 소문이 퍼진 일이 있

로트 박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

다”면서 “해당 회사가 이에 대

안 트위터의 다수 극단주의 계정

해 설탕이 축적된 것이라 주장하

이 강제로 차단된 바 있다.

려 하자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다

트로트 박사는 “머스크의 트위

른 트위터 이용자들이 나서 그 새

터가 제한 프로세스를 없앤다면

우 꼬리가 과연 설탕의 축적물인

아마 이런 계정 사용자(극단주의

지 테스트를 해 보겠다고 자청한

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들)들이 돌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다시

한편 트위터는 호주에서 8번째

시작하고 네트워크를 재개발해야

로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하고

이며 매월 최소 한 차례 이상 트위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

터 계정을 이용하는 이들은 580

상했다.

만 명에 이른다. 16세에서 64세

허친슨 박사는 일부 우려가 있

사이 인구 가운데 트위터를 가장

지만 트위터 참여는 바람직할 수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있다는 의견이다. “불행하게도

2.6%로 적은 비율이다.

(?) 사람들은 언론의 절대적 자유
가 종종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정보의 부정적이고 혐오스런 논평
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증
명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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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병 이후 지난 2년 사이 거의, 1천500만 명 사망...”
세계보건기구, ‘540만 명 조금 넘는 공식 사망자 수의 두 배 이상’ 밝혀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COVID-19로 인한 공식 사망자 집계는 54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치이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 및 간접 사망자가
1,4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COVID-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묘역에서 한 여성이 슬
픔을 억누르며 상념에 잠겨 있다(사진). 사진 : Flickr / Ron Cogswell

2020년 3월, 코로나바이
러스 신종 감염증이 세계
적 전염병으로 선포된 이
후 2년 사이 각국이 내놓
은 공식 사망자 수를 합하
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COVID-19 질
병 및 병원 시스템을 압도
하는 환자 수로 인해 거의
1,500만 명이 사망했을 것
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까지의 공식 집계인 540
만 명의 3배에 가까운 것
이다.
WHO는 이달 첫 주 목
요일(5일), “2021년 말까
지 전 세계에서 COVID19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1,49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직
접적인 COVID-19에 의
한 사망으로 WHO에 공식
보고된 전 세계 사망자는
540만 명을 약간 넘어선
수치이다.
WHO가 추정한 초과 사
망자(excess mortality) 수
치는 직접 COVID-19에
기인한 사망자와 함께 이
질병 감염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병원 시스템이 압
도되어 의료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없었던, 발병의 간
접적 결과로 사망한 이들
을 반영한다.
이 같은 추정 집계는 각
국가가 보고한 자료 및 통

계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
여 나온 것으로, WHO는
COVID-19로 인한 직접
사망과 팬데믹 상황에서의
다른 사망자를 구분하기
위한 수치는 세분화하지는
않았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
레 예 수 스 ( T e d r o 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이 수치
에 대해 “심각한 상황”
이라면서 “각 국가들은
앞으로 보건비상사태를 극
복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
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 공공보건대
학원 전염병 학자인 알버
트 고(Albert Ko, Yale
School of Public Health)
박사는 “이 같은 데이터
수집은 중요하다”고 말했
다. 고 박사는 그 한 예로
한국의 이전 경험을 설명
했다. 지난 2015년 한국이
심각한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
를 겪은 이후 공공보건에
막대한 투자를 한 덕분에
이번 COVID-19 상황에
서 1인당 사망률이 미국의
20분의 2 수준으로 훨씬
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
다.
팬데믹 기간 동안
논란이 된 수치
COVID-19로 인한 ‘

정확한’ 사망자 관련 수
치는 팬데믹 기간 내내 논
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제한
된 테스트와 각 국가별로
COVID-19 사망자를 집
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
어 실질적으로는 ‘바이러
스 피해의 일부에 불과’
한 수치라는 것이다.
각 국가별로 WHO에 보
고한 가장 최근의 정부 수
치와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가 보관하는 별
도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까지 보고된 COVID-19
사망자는 600만 명을 넘
어섰다.
하지만 워싱턴대학교 건
강측정-평가 연구소
(Institute of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과학자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1,800만 명
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이 같은 최근 연구
는 의학저널 ‘The
Lancet’에 소개됐다.
또 캐나다 연구원들이
주도하는 연구팀은 인도에
서만 집계되지 않은
COVID-19 사망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
로 추정했다. 인도를 비롯
해 일부 국가들은 해당 국
가 정부가 공식 집계한 수
치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다는 연구원들의 추정에
반발하면서 COVID-19
사망자를 계산하는 WHO
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
기도 했다.
이달 초 인도 정부는 새
로운 수치를 내놓으며 지
난해 발표했던 것보다
2020년 사망자가 47만
4,806명 더 있었음을 나타
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COVID19 대유행과 관련이 있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도는 전염성이 높은
델타(Delta) 변이가 전국
을 휩쓸면서 수많은 사망

자가 발생했던 2021년의
사망 추정치를 내놓지 않
은 상태이다.
예일대 고 박사는 WHO
에서 나온, 더 나아 보이는
수치는 낮은 백신접종 비
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것
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COVID-19 대유행의 몇
가지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사망자를
셀 수가 없어 사망률이 그
렇게 낮았던 것인지, 아니
면 그것을 설명할 다른 요
인이 있었는가?”라고 말
하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서 신
종 전염병으로 압도적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
은, 자원만으로는 세계적
인 발병을 억제하기에 충
분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실제 사망자 수는
절대 알 수 없을 것”
영국
엑세터대학교
(University of Exeter) 공
공보건 전문가인 바라트
판 카 니 아 ( B h a r a t
Pankhania) 박사는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의 실제
COVID-19 피해는 결코
파악되지 못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호흡기 문제
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

어가고, 시신이 버려지거
나 문화적 신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신속히 화장해야
하는 대규모 질병이 발생
하는 경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망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다.
이어 판카니아 박사는
“백신을 포함한 현대 의
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정되는 COVID19에 의한 높은 사망자 수
는, 1918년 스페인 독감
(Spanish flu) 대유행(전문
가들이 최대 1억 명이 목
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과 비교해 너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
로, 사실은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COVID-19
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비
용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
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가
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anish flu’는 독감
이었고 사람들이 앓는 폐
질환이 전부였지만 우리가
현재 COVID-19와 함께
보고 있는 지속적인 면역
학적 문제는 없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예일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Yale School of Public Health) 전염병 학자인 알버트 고(Albert
Icksang Ko. 사진) 박사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서 신종 전염병으로 압도적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원만으로는 세계적인 발병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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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파라마타 CBD 보행자 통행 규모, 전염병 이전 수준 회복 더딜 듯
Google Mobility Data... 파라마타, 2020년 초 대비 사무실 출근 비율 34% 감소

NSW 주 교육부에서 회계
사로 일하는 토니 콜라코
(Tony Colaco)씨는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난 2
년간 재택근무를 이어왔다.
그가 일하는 교육부는 파라
마타(Parramatta)에 있다. 이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레
이스턴스(Greystanes)에 거
주하고 있음에도 그는 다시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싶
지 않다고 말한다.
“시간과 출퇴근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를 절감했고
또 건강도 좋아졌다”는 점
에서 그는 계속 원격근무를
원하고 있다. 그의 팀원 중에
는 뉴카슬(Newcastle)이나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에서 출퇴근하던 직원

도 있었는데, 이들 또한 재택
근무를 실시한 뒤부터는 훨
씬 활력이 넘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콜라코씨는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도심의 비즈니스
구역을 벗어나는, ‘뉴 노
멀’(new normal)을 만들어
내는 이들 중 하나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감염
증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구
글(Google)이 수집한 데이터
(‘Google Mobility Data’)
에 따르면 파라마타와 시드
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구역의 보행자 이동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
로 회복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도심 사무실 밀집지역의 시기별 보행자 이동 규모 / Source: Google Mobility Data

■ 기차역-버스승강장의 시기별 보행자 이동 규모 / Source: Google Mobility Data

■ 소매-레크리에이션 구역 시기별 보행자 이동 규모 / Source: Google Mobility Data

구글의 지난 달 집계를 보
면 파라마타의 경우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초에
비해 중심가 사무실 밀집 구
역을 오가는 보행자 규모는
34% 감소한 수준이었다.
파라마타의 이 같은 도심
출퇴근 이동 비율은 NSW 주
의 높은 COVID-19 백신접
종률 및 크게 완화된 공공보
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수준과 달라지지 않
은 것이다.
콜라코씨는 원격근무가 하
나의 표준이 되는 것도 괜찮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집에
서 일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
가 없으며, 출퇴근을 함으로
써 발생되는 교통체증이나
시간 낭비를 겪지 않기 때문
이다.
그는 “언젠가는 파라마타
의 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
위에서 3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그 시
간을, 내 업무에 필요한 지식
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파라마타 도심 구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리자 체하
디(Liza Chehadie)씨에게 있
어 이는 분명 우려할 일이다.
그녀는 10주 전, 파라마타
경전철 공사로 인해 현 기차
역 인근으로 영업장을 옮겼
다. 그녀의 카페는 전적으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도보
통행자들에 의존한다.
도심 구역 도보 통행량 감
소는 파라마타 기차역을 이
용하는 이들의 수가 감소했
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그
녀의 카페를 찾는 이들 또한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구글 자료에 따르면 기차
를 이용해 파라마타로 이동
하는 통근자 비율도 23%가
줄었다. 도심 구역의 버스 승
강장, 기차역을 오가는 보행
자 비율은 약 34.3%가 감소
했다.
체하디씨는 “보행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것이지만 그나마
COVID를 극복해가는 과정
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얻는
다”고 말했다.
소매 및 레크리에이션 비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구글(Google)이 수집한 시드니 및 파라마타 도심 구역(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보행자 이동 데이터 결과 도심을 오가는 이들의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
로 회복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의 한 상업용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즈니스 부문에서도 두 도심
지역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
다. 시드니 CBD는 지난해 6
월 말경부터 시작된 ‘델
타’(Delta) 변이로 인한 도
시 봉쇄 기간 동안 기록됐던
80%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사인 호주
딜로이트(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의 파라
마타 사무실 근무자들은 현
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이어
가고 있다. 이 회사는 재단장
하는 파라마타 스퀘어
(Parramatta Square)의 한 신
축 사무실 건물 1.5개 층을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사무공간이 필요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이 회사는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고 1년쯤 지난 후 업
무 방식을 원격근무로 전환
했다. 파라마타 사무실 관리
담당자인 헬렌 해밀턴-제임
스(Helen Hamilton-James)

씨는 “우리 회사는 대규모
사무공간이 필요한지에 대
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궁극적으로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고 가장 생산적으
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
다”고 말했다.
딜로이트는 오는 11월, 파
라마타 사무실을 파라마타
스퀘어의 55층 타워로 이전
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
는 직원은 330명이다. 해밀
턴-제임스씨는 “COVID19 이전이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
고, 완전히 다른 책상과 회의
공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재택근무를 시작하
기 이전을 생각할 필요는 없
다”는 그녀는 “이제 직원
들은 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전염병 사태 이후 각 직장의 유연한 업무 방식 시행은 도심 지역의 보행자 이동을 크게 감소시켰
으며, 이들에 의존하는 서비스-소매 영업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진은 파라마타의 한 도
심 구역. 사진 : Facebook / City of Parram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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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호주 정계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이
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최악의 산불, 끔찍한 가뭄, 극심한 홍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압
도적인 수의 유권자들은 호주가 더 많은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사
진은 ABC 방송 ‘Vote Compass’의 ‘Environment’에 대한 여론 조사 이미지.

▶12면에서 이어받음

첸 박사는 “이 같은 의
견 차이가 놀랍지 않다고
본다”며 “기후변화 문제
가 지극히 당파적이고 각
정당마다 뚜렷한 노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
다”고 말했다.
연립 유권자들 사이에는
‘호주가 탄소배출을 줄여
야 한다’는 다수의 지지
자가 있다. 58%는 정부가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3분의 1은 현재 역할(
감축 조치)에 만족한다는
답변이었다.
이미 연립과 노동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net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약속한 바 있
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3%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연립은 2030년
까지 26~28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탄소 포집
(carbon capture. 이산화
탄소 저장), 탄소 저배출
철강 생산, 수소 활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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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노동당은 송전망 업그레
이드와 지역사회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 지불, 얼마까지 가능?
캐서린 패터슨씨 가족은
가계 예산에 친환경 투자
를 고려한다. 그녀는 태양
전지판(solar panel),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 이용으
로 여러 공과금 청구서의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
다고 말했다.
이 번
‘ V o t e
Compass’에서는 또한
각 유권자에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
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녹색당 지지자의 4분의 1
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연간 2천 달러 이상을 지
불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
이었다. 반면 연립 유권자
의 4분의 1은 “그것(기후
변화 방지)에 비용을 지불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
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자 석탄
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호주가 석탄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이
들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청정 자연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Pixabay /
bertvthul

개개인이 연간 100달러
에서 500달러 사이의 비
용을 지불하는 것은 모든
정당 지지자들 25%가량
이 적당하다는 반응이었
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
를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
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호주가
전력생산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국가에 이의 수
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는 전체의 23%가 ‘강하
게 동의한다’는 입장이었
다. 또 ‘어느 정도 동의’
의견도 24%에 달했다.
이 의견에 중립적 태도
를 취한 유권자들도 17%
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으
며 34%는 ‘에너지 생산
용 석탄 수출 금지’를 ‘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동
의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아울러 이 부분에서는
여성 유권자의 ‘동의’(
에너지 생산용 석탄 수출
반대)가 55%로 남성
(37%)에 비해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자유-국민
연립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에너지용 석탄 수출 금
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63%가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
이었다.
한편 ABC 방송의
‘Vote Compass’ 조사
는 성별, 연령, 교육, 사용
언어(이민자 그룹), 종교,
거주지역 및 과거 투표 정
당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하고 호주 전체 인구와 일
치시켜 전국적으로 호주인
을 대표하는 조사 샘플을
만들어내 조사 내용을 집
계하고 있다.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호주는 탄소 배출량을 줄
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훨씬 덜 해도 된다 : 4%
-어느 정도 덜 해도 된다 :
3%
-현재와 같은 수준 : 13%
-어느 정도 더 해야 한다 :
20%
-훨씬 더 해야 한다 : 59%
-모르겠다 : 1%
*이 조사는 지난 4월 10일

부터 29일 사이, 호주 전역
33만1,28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것임.
S o u r c e : A B C Vo t e
Compass
■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정당 지지자의 입장
(‘호주는 탄소 배출량을 줄
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 정당 유권
자 의견)
▲ 훨씬 덜 해도 된다
-녹색당 : 1%
-노동당 : 1%
-연립(자유-국민당) : 5%
-기타 정당 : 9%
▲ 어느 정도 덜 해도 된다
-녹색당 : 0
-노동당 : 1
-연립(자유-국민당) : 5
-기타 정당 : 5
▲ 현재와 같은 수준
-녹색당 : 0
-노동당 : 2
-연립(자유-국민당) : 31
-기타 정당 : 13
▲ 어느 정도 더 해야 한다
-녹색당 : 5
-노동당 : 15
-연립(자유-국민당) : 35
-기타 정당 : 17
▲ 훨씬 더 해야 한다
-녹색당 : 94
-노동당 : 81
-연립(자유-국민당) : 23
-기타 정당 : 56
*이 조사는 지난 4월 10일
부터 29일 사이, 호주 전역
33만1,28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것임.
S o u r c e : A B C Vo t e
Compass
■ 기후변화 방지 위한
개인의 비용 지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
해 매년 얼마나 더 지출할 용
의가 있나’에 대한 각 정당 지
지자의 의견)
▲ 지출하고 싶지 않다
-녹색당 : 1%
-노동당 : 4%
-연립(자유-국민당) : 26%
-기타 정당 : 23%
▲ 100달러 미만
-녹색당 : 4%
-노동당 : 6%
-연립(자유-국민당) : 15%
-기타 정당 : 8%

▲ 100~500달러 사이
-녹색당 : 24%
-노동당 : 25%
-연립(자유-국민당) : 24%
-기타 정당 : 20%
▲ 500~1,000달러 사이
-녹색당 : 23%
-노동당 : 24%
-연립(자유-국민당) : 16%
-기타 정당 : 16%
▲ 1,000~2,000달러 사이
-녹색당 : 17%
-노동당 : 17%
-연립(자유-국민당) : 7%
-기타 정당 : 13%
▲ 2,000달러 이상
-녹색당 : 25%
-노동당 : 17%
-연립(자유-국민당) : 5%
-기타 정당 : 15%
▲ 모르겠다
-녹색당 : 5%
-노동당 : 6%
-연립(자유-국민당) : 7%
-기타 정당 : 7%
*이 조사는 지난 4월 28일
부터 5월 3일 사이, 호주 전
역 4만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S o u r c e : A B C Vo t e
Compass

■ 발전용 석탄 수출 금지
에 대한 의견
(‘호주는 전기 생산을 위해
석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이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의견)
-강하게 동의 안 함 : 16%
-어느 정도 동의 안 함 :
18%
-중립 : 17%
-어느 정도 동의 : 24%
-강하게 동의 : 23%
-모르겠다 : 3%
*이 조사는 지난 4월 10일
부터 29일 사이, 호주 전역
33만1,261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것임.
S o u r c e : A B C Vo t e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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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작을 알리는 호주선거관리위원
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의 트
위터. 올해 연방 선거 투표 관련 사항은 AEC
사이트(https://aec.gov.au/election/
voting.htm#st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
진 : Twitter / AEC

▶3면에서 이어받음

사전투표 직전의 여론조사,
정당 선호도에서 노동당 앞서
한편 여성 유권자들에게
서 뿐 아니라 두 여론조사
결과는 노동당이 연립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폴 조사는 양당 선호
도(two-party preferred)
에서 노동당이 54%로 연
립(46%)과의 차이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
도는 노동당과 연립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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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3%, 47%였으나 그
사이 1%포인 증가(노동
당)하거나 감소(연립)한
것이다.
총리 선호(preferred
Prime Minister)에서도 알
바니스 대표는 일주일 전
에 비해 3% 포인트 늘어
42%를, 모리슨 총히는
1%포인트 감소한 44%로
격차가 커졌다.
입소스 조사 또한 2주
전 노동당과 연립의 선호
도는 55% 대 45%였으나
이번 월요일(9일) 발표된
결과에서는 57% 대 43%
로 격차를 더 벌렸다. 뉴
스폴 조사와 달리 입소스
조사에서의 총리 선호는
알바니스 대표가 41%로,
36%의 모리슨 총리를 앞
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정당에 대한 유
권자 선호 및 총리 선호는
이달 첫 주 화요일(3일)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 이
후 더욱 벌어졌다는 분석
이다. 이자율 인상은 생활
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선거 때마다 ‘경
제운용 능력’을 앞세워

표심을 확보해 온 연립에
게는 기준금리 상승이 치
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지난 5월 4일(수)부터 7
일(토)까지 전국 1,532명
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
행된 뉴스폴 조사의 예비
투표에서도 노동당을 우
선하는 이들은 39%로 더
늘어난 반면 연립을 꼽은
이들은 35%로 1%포인트
가 하락했다. 녹색당은
11%였다.
두 정당 지도자의 정책
만족도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다. 모리슨의 정책
에 대한 유권자 만족도는
3%포인트 하락한 41%인
반면 불만족은 4%포인트
늘어난 55%로, 순만족도
는 마이너스 14였다.
반면 알바니스 대표에
대해서는 1%포인트 늘어
난 41%의 유권자가 만족
으로 표했으며 불만족은
2%포인트 하락한 47%
로, 순만족도는 마이너스
6이었다.
같은 기간(5월4일~7일)
전국 2,31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입소스 조사
에서 연립의 예비투표는
연립을 우선하는 이들이
3%포인트 줄어든 29%,
노동당은 1%포인트 증가
한 35%였다. 녹색당은
12%로 나타났다.
이를 양당 선호로 보면
노동당이 52%로 연립
(40%)을 크게 앞서고 있
음을 의미한다. 아직 결정
하지 않은 유권자 비율은
8%이다. 이 비율(8%)을
무시하고 보면 노동당과
연립의 예비투표는 38%
대 32%가 된다. 양당 선
호로는 57% 대 43%로,
이는 2주 전의 55% 대
45%보다 더 큰 차이이다.
정책만족도에서도 모리
슨에 대해서는 32%로
2%포인트가 줄었으며 알
바니스는 3%포인트 증가
한 51%로 격차는 19%포
인트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차기 연방 정부의 비용 지원 하에 첫 주택구입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
자유-국민 연립 및 노동당, 총선 앞두고 높은 구입비용 지원 ‘가격 상한선’ 제시
연방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이 주택구입 지원
계획에 있어 보다 높은 가격 상한선을 내놓고 있
다. 이로써 정부 지원에 힘입어 내집 마련을 이루
려는 첫 예비 주택구입자들로써는 더 큰 지출 여
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지난 1일(일)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 구입은 최대 30%를 정부가
기여하는 공유 지분제도인 ‘Help to Buy' 프로
그램을 제시했다.
연방 선거를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주택구
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노동당은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 구입은 최대 30%를 정부가 기여하는 공유 지분제도인 ‘Help to Buy' 프로그램
을, 연립은 기존 주택보증제도인 ‘Home Guarantee Scheme’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
격 상한선을 7월 1일부터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혀 첫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이 조금은
수월하게 됐지만 각 도시 및 지역별로 구입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이 있다. 사진 :
Parliament of Australia

▶B5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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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칼럼

호주 중앙은행,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관점 변경?
<출처: Yahoo! Finance> <글쓴이: Michael Yardney>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주요 수도의 Affordability 감소, 고정 융자 이
자율의 큰 상승 및 변동 융자 이자율 상승, 다가오는
선거 및 부동산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등이 구매
자의 관심과 열정을 둔화시켰지만 공급 업체는 여
전히 최고의 가격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경매 통관
율의 하락 추세, 실제로 5월 7일 토요일 경매 통관
율은 53% 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보고된 가장 최저
수치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임대시장은 이미 기록
적인 낮은 공실률이 여전히 더 하락해가고 있습니
다. 동시에 호주중앙은행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뒤집은 것 같
아보입니다.

My Housing Market 의 Andrew Wilson에 따
르면 국내 전체 주택임대료의 중간 값은 지난 12개
월 동안 무려 14.8% 증가한 521 달러 였습니다.
동시에 주택 공실률도 1.2%로 하락하였습니다. 유
닛에 대한 렌트비도 지난 12개월 동안 12% 증가한
462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공실률은 2.1%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수도는 연간
단위 임대료 인상치를 보고했으며 Darwin 이
17.8%로 가장 크게 인상되었으며 시드니가
15.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불확실
한 미래에 대비하기위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부
동산 투자를 고려중 이시라면, 부동산 세미나에 가
보셨으나 특정 매물에 대한 설명만 듣는 시간이 되
어 실망하셨었나요? 조바심으로 마음만 앞선게 아
닌지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나
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매물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로 연락해서 꼭 상담 받아 보
시길 바랍니다.

RBA (호주 중앙은행) 관점 전환.
올해 초만 해도 RBA 는 금리인상에 있어서 “인내
심”을 가지고 큰 충격 없이 천천히 변화를 가져올 만
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 주 통화정
책에 대한 성명서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을 놀라게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RBA 는 인플레
이션에 대한 예측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실업에 대
한 예측을 낮췄습니다.
RBA 는 이제 GDP 로 측정한 경제가 2022년 6
월까지 연간 3.5% 성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이전 RBA 예측인 5.0% 에서 하향 수정). 한편,
기초 또는 핵심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까지 당
분간 RBA 가 선호하는 2~3% 목표 범위의 상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RBA 는 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WPI (임금물가지수)는
2022년 말까지 3.0%만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은 2024년 중반까지도 3.75%의 속도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시장은 4월의 임대료 상승으로 악화
주요 도시에서의 집 값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
지만, 주요 도시 및 수도의 임대시장은 기록적인 낮
은 공실률이 여전히 하락하면서 4월동안 계속 악화
되어가서 임대료 인상의 상승압력이 가해지고 있습
니다.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Property Adviser

Jackie Han / 잭키 한 실장
B.Eng (USYD) Civil Project
Engineering and Management

임대에대한 수요는 2022년에도 계속해서 증가
할것입니다. 이는 호주의 튼실한 경제, 코로나 바이
러스읜 안정적인 극복 및 임대용 매물의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더욱 더 가중시킬 이민의 귀환으로 인
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하락이 2021년 호주가 겪은 한 세대에 올
까 말까한 전국적 주택붐을 자극한 주요 요인중 하
나라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
은 주택가격상승을 늦추고 주택 침체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시장은 임대 공실률에 의해 주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공실률이 3% 이상으로 올라가
고 일정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임차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기보다는 이사를 선택함에
따라 요구하는 임대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
면, 임대료는 공실률이 2%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오
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세입자들간의 경쟁을 야기
합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공실률로 임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 가격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임을 위미합니다.
1. 임대란 심화 -> 2.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임
대비 상승 -> 3. 금리 인상 영향을 넘는 임대수익
률 상승 -> 4. 투자 목적 부합 -> 5. 투자자들
지속적인 수요 -> 6.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주택
개발 촉진 -> 7. 공급 물량 충분한 증가 -> 8.
수요 물량 점차 충족 -> 9. 가격 안정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한국어

부동산 세미나
5월 21일 (토) 10시
5월 25일 (수) 18시 30분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세미나룸
Suite 905, 10 Help St, Chatswood
(채스우드역 도보 3분, 주차가능)
[예약] :
전화 : 0403 82 82 39
메일 : Jackie@orionstarproperty.com
카카오톡 : HillsRyde2Go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채널, 페이스북
에서 Orion Star Property를 검색하
시면 호주 최신 부동산 정보와 정부개
발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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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높은 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두 정당 중 누가 정부를 구성하든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가격 상한선에 맞는 주거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40km 이상 떨어진 퀘이커스 힐(Quakers Hill)의 2개 침실 주택.
최근 이 주택은 94만8,000달러에 매매됐다. 사진 : Ray White

▶B1면에서 이어받음

이는 노동당보다 한 주 앞서 모
리슨 총리(자유당)가 기존 주택보
증제도인 ‘Home Guarantee
Scheme’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
격 상한선을 7월 1일부터 더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
다.
노동당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연간 최대 1만 명의 첫 주택구입
자와 부동산 시장 재진입에 어려

움을 겪는 이전의 주택 소유자들
은 시드니에서 최대 95만 달러 가
격의 주택을 정부와 공동으로 구
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구입 주
택의 가격 상한은 다른 도시나 지
방의 경우 더 낮아져 예비 구매자
들이 보다 수월하게 내집 장만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이 연간 최대 9만 달러인 개인 또
는 12만 달러인 부부는 2%의 모
기지 보증금(mortgage deposit)
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비용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를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의 모기
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주택을 구입한 뒤 점차 정부
지분을 개인이 매수해 나가는 것
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더 작은 규모
의 공유지분 제도는 이미 여러 주
(State)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 정
부(자유-국민 연립)의 새 회계연
도 예산 계획 중 ‘Home
Guarantee Scheme’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와 지방지역 거주민은

5%, 홀부모는 2% 보증금
(mortgage deposit)으로 대출기
관의 보험 없이 대출을 받아 주택
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소
득 기준은 연간 최대 12만5천 달
러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 부부는
최대 20만 달러 소득자가 대상이
다.
이 같은 두 정당의 지원 계획을
보면 예비 구입자가 구매할 수 있
는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다르지
만 그 범위는 5만 달러 내이다. 두
정당 중 어느 쪽이 정부를 구성한
다 해도 구입 가능성은 유사하다
는 의미이다.
이를 기준으로 광역시드니에서
가능한 주택을 찾으려면 도심에서
먼 외곽 지역(suburb)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
인’(Domain) 자료를 보면 시드
니의 중간 주택가격은 160만 달
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심 주변
은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도 정부
지원의 가격 상한선 주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B6면으로 이어짐
정부 지원으로 시드니에서 유닛을 구입한다면 조금은 더 선택폭이 넓다. 사진은 최근 92만 달러에 거래된 서리힐(Surry Hills) 소재 2개 침실 아파트. 사진 : Richardson & Wrench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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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당이 멜번의 주택에 적용하는 가격 상한선은 85만 달러(노동당), 80만 달러(연립)이다. 이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지역 중 하나는 도심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무룸바크
(Mooroolbark. 중간 가격 84만5,000달러)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이 지역에서 84만2,500달러에 매매된 3개 침실 주택. 부지는 494스퀘어미터이다. 사진 : Noel Jones

▶B5면에서 이어받음

하지만 시드니 서부의 민친버리
(Minchinbury. 시드니 CBD에서
약 40km 거리), 북서부의 리버스
톤(Riverstone. 시드니 CBD에서
약 48km 거리), 서부 퀘이커스 힐
(Quakers Hill. 약 40km 거리),
남서부 캔리 헤이츠(Canley
Heights. 약 31km 거리)에서는
가능할 듯하다. 이들 지역의 중간
가격은 95만 달러로 정부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선택 폭은
더욱 넓어진다. 시드니의 중간 유
닛가격은 약 79만7,000달러이다.
따라서 도심과 가까운 서리힐
(SUrry Hills. 중간 가격 94만 달
러), 레드펀(Redfern. 95만 달러)
은 물론 동부 엘리자베스 베이
(Elizabeth Bay. 95만 달러)에서
도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교
외지역(suburb)의 경우 1개 침실
유닛을 찾아야 할 듯하다.

‘도메인’ 사의 선임연구원인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
는 “두 정당이 내놓은 계획 모두
더 높은 가격 상한선으로 예비 구
매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을 제
공하지만 중간 주택가격이 이미
1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선 시드
니를 비롯해 멜번(Melbourne) 및
캔버라(Canberra)에서는 여전히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시드니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은 도심
에서 더욱 멀리 나가거나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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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즉 적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멜번의 경우 공유지분제도(노동
당)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85만 달러,
대출보증제도(연립)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80만 달러가 상한선
이다. 이는 시드니에 비해 이 도시
의 중간 가격인 109만 달러에 가
깝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계획으로 주택을 찾는다면,
도심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마운트 이블린(Mount
Evelyn. 중간 가격 85만 달러)과
무룸바크(Mooroolbark. 84만
5,000달러), 남동부 36km 거리의
시포드(Seaford. 85만 달러), 도심
에서 비교적 가까운(10km 거리)
북부 해드필드(Hadfield. 85만 달
러)로 가야 한다.
유닛을 찾는다면 시드니와 마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
고, 조금 더 넓은 공간의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 도심 동부 14km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박스힐 사
우스(Box Hill South. 중간 가격
84만 달러), 이곳에서 약간 떨어
진(도심에서 16km 거리) 블랙번
(Blackburn. 82만9,500달러)은
물론 이너 시티(inner city)의 피
츠로이(Fitzroy. 82만 달러)에서는
2개 침실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
다. ‘도메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멜번의 유닛 중간 가격은 57
만9,000달러이다.
‘Home Guarantee Scheme’
을
활용하려는
브리즈번
(Brisbane) 구매자는 70만 달러의
주택에 한정되는 반면 노동당의
지원계획 하에서는 65만 달러 주
택을 찾아야 한다. 두 정당의 계획
모두 이 도시의 중간 가격인 83만
1,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닛 중간 가격인 43만7,000달러
보다는 훨씬 높다.
브리즈번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 한다면 남
부, 로건 카운슬 지역(Rogan City
Council region)에 자리한 데이지
힐(Daisy Hill. 중간 가격 70만 달
러)이나 챔버스 플랫(Chambers
Flat. 69만3,500달러)에서 가능할
듯하다.

▶B10면으로 이어짐
브리즈번(Brisbane) 남부, 로건 카운슬 지역(Rogan City Council region)에 자리한 데이지힐(Daisy Hill. 중간 가격 70만 달러)에 있는 한 주택. 3개 침실, 2개 욕실을 가진 이 주택은 최근
70만 달러에 거래됐다. 이 도시의 지원 상한선은 70만 달러(연립), 65만 달러(노동당)이다. 사진 : Elders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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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레이드의 유닛으로, 이너시
티(inner city)에 자리한 언리
(Unley)의 중간 가격은 63만 달러
로, 정부 지원 상한선보다 높은 유
일한 교외지역(suburb)이다.
한편 ‘도메인’ 사의 니콜라
파월 박사는 앞으로 시드니 및 멜
번의 주택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첫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더 많
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
다.
그런 반면 파월 박사는 기준금
리 상승으로 향후 모기지 이자율
도 높아져 무리한 가격의 주택 구
입은 너무 많은 부채를 안게 된다
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의 공유지분(노동당) 및 주택보증제도(자유-국민 연립)에 따른 가격 상한은 각 55만 달러, 60만 달러이다. 퍼스는 주택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이 지원금을 감안하면 일부 해안 지역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사진은 그린우드(Greenwood)에 자리한 4개 침실 주택. 지난 4월 거래된 이 주택 매매가는 58만1,000달러였
다. 사진 : Real Mark

남부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South Australia) 도심 남부 10km 이내 거리의 파라다이스(Paradise. 중간 가격 58만 달러) 소재 2개 침실 주택. 정부 지원 가격 상한선이 55만 달러(노
동당), 60만 달러(연립)임을 감안하면 구입 가능한 교외지역(suburb)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사진 : Ray White

▶B6면에서 이어받음

브리즈번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있는 팅갈파
(Tingalpa. 69만6,750달러), 북부
25km 거리의 머럼바 다운스
(Murrumba Downs. 69만 달러)
의 주택도 구입 가능하다. 이 지역
단독주택 가격은 브리즈번 도심의
강변 지역인 테네리프(Teneriffe)
의 유닛 중간 가격(67만 달러)과
유사한 편이다.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의 공유지분(노동당) 및
주택보증제도(자유-국민 연립)에
따른 가격 상한은 각 55만 달러,

60만 달러이다. 이는 이 도시의
중간 주택가격인 62만2,000달러
와 거의 유사한 편이어서 진달리
(Jindalee),
그린우드
(Greenwood) 및 워윅(Warwick)
등 일부 해안가 교외지역(suburb)
의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이들 지
역의 중간 가격은 모두 60만 달러
이다.
광역 퍼스에서 정부 지원을 받
더라도 구매가 어려운 유일한 교
외지역은 유명 해안가 주거지인
코슬로(Cottesloe. 중간 가격 73
만 달러)였다. 그런 한편 퍼스의
유닛 중간 가격은 35만8,000달러
여서 정부 지원을 받아 어느 지역

(suburb)에서든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다.
남부호주,
애들레이드
(Adelaide, South Australia)는 노
동당과 연립이 각 55만 달러, 60
만 달러의 상한선을 책정해 놓았
다. 현재 애들레이드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95만 달러, 유닛은
37만7,000달러로, 정부 지원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 한다면 도
심 반경 10km 거리 이내에 자리
한 헥터빌(Hectorville. 중간 가격
59만2,500달러), 클리어뷰
(Clearview. 58만 달러), 파라다
이스(Paradise. 58만 달러)에서
여유 있게 찾아볼 수 있다.

■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지역 : 노동당의 ‘Help to Buy’
가격 상한 / 연립의 ‘Home
Guarantee Scheme’ 가격 상한)
NSW-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950,000 / $900,000
NSW- est of state : $600,000 /
$750,000
VIC-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850,000 / $800,000
VIC-Rest of state : $550,000 /
$650,000
QLD-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650,000 / $700,000
QLD-Rest of state : $500,000 /
$550,000
WA-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550,000 / $600,000
WA-Rest of state : $400,000 /
$450,000
S -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550,000 / $600,000
SA-Rest of state : $400,000 /
$450,000
TAS-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550,000 / $600,000
TAS-Rest of state : $400,000 /
$450,000
ACT : $600,000 / $750,000
NT : $550,000 / $600,000
*정부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제공
Source: 노동당 및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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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시즌의 유럽여행, COVID 대유행 이전 비해 크게 어려워져
여행경비 25% 더 소요될 듯... 호주 여행업계는 인력부족으로 ‘허덕’
전년에 비해 여권신청 두 배 이상, 유럽행 항공기 수용 능력에도 한계
호주 여행 산업이 빠르
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한 인력 부족
으로 업계는 전염병 사태
가 한창이던 당시와는 정
반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호주는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국경을 개방하고
각국 여행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항공사 수
용 능력이 여행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관광업계는 서비스를 제공
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여기에다 수요에 비해
항공사 수용 능력이 제한
되어 있다는 점도 여행 에
이전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호주의 겨울 시즌은,
연말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에서 여름을 즐기려는 이
들이 대거 여행을 떠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현재 상
황을 감안해 에이전트들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이
들에게 조금 일찍 서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
에 따르면 올해 유럽 여행
경비는 COVID 대유행 이
전에 비해 25%정도 더 높
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
드, 영국, 캐나다, 남아공
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세
계 최대 여행 에이전트
‘Flight Centre’의 그레
이엄
터너(Graham
Turner) 호주 CEO는 “올
들어 해외여행에 대한 관
심이 급격히 늘었으며, 업
계는 이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에서
여름을 즐기려는 여행자들
에게 “6월 말에서 8월 사
이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
면 항공기 좌석이 부족하
기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국
내선 이용이 늘었다는 것
이며, 이는 좋은 징조”라
고 덧붙였다.
밀스 CEO 또한 공항운
영 직원 부족을 언급하면
서 “현재까지는 운영상
문제없이 잘 대처하고 있
다”고 말했다.
여행사 인력 부족은
올해 안에 해결될 듯

호주 여행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전염병이 한창이던 당시 업계를 떠난 인력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아 여행사들이 고객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여름을 보내려는 여행자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그리스의 유명 여행지 산토리니
(Santorini)에서 한적한 시간을 즐기는 커플. 사진 : Pixabay / Michelle_Raponi

전까지만 해도 호주 전역
의 Flight Centre에는 약 2
만1,000명의 직원이 근무
했지만 현재는 절반에 불
과하다. 터너 CEO는 “우
리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직원 부족에 예약수
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여
행사에서는 예약 대기 행
렬(queues out the door)
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
했다.
이어 그는 “여행을 원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은 더 많은 항공사 수용 여
력이며,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권신청,
지난해 비해 두 배 늘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은 여권 신청에서
나타나 현재 여권을 신청
하는 이들은 본래 예정일
보다 지연될 수 있음을 통
보받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대변인은 “지난
해 말 폐쇄됐던 호주 국경
이 재개된 이후 여권 서비
스 수요가 크게 증가했
다”고 말했다. DFAT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DFAT는 약 39만 개
의 여권을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급
된 여권 수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변인은 “본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 17일이지만 지금은

최소 6주가 걸릴 수 있
다”고 말했다.
국내선 항공기 여행자,
기록적 수치로 늘어나
국내선 이용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골드코스트 공
항(Gold Coast Airport)
크리스 밀스(Chris Mills)
CEO는 지난달(4월) 이 공
항을 이용한 승객 수는 지
난 2018년 커먼웰스 게임
(Commonwealth Games)
이 열리던 그해 4월의 기
록에 거의 근접했다고 말
했다.
그는 “2018년 우리 공
항을 이용한 승객 수는 국
제선 승객을 포함한 것이
지만 지난 달 국제선 이용
자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
에서 공항을 이용한 이들

호주 Flight Centre는 현
재 많은 수의 직원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서비
스 인력들이 복귀할 것으
로 보고 있다. 터너 CEO
는 앞으로의 여행 수요를
감안, 직원이 확보되는 대
로 50개의 사무실을 추가
로 개설할 계획임을 언급
했다.
그는 “현재 각 지역의
Flight Centre 영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만 앞
으로 문을 열 새 사무소에
서 일할 인력이 없다”면
서 “향후 6개월 정도면
원하는 수의 여행 서비스
직원을 충원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업계를 떠난 인력들,
여행사 복귀는 ‘아직’
COVID-19 대유행 이

세계 최대 여행 에이전트인 Flight Centre의 그레이엄 터너(Graham Turner. 사진) 호주 최고경
영자. 그는 호주 관광업이 회복됨에 따라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필요한 직원들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 Flight Centre

여행 산업 회복은 여권 신청 건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 외교통상부(DFAT) 대변인에 따르
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39만 개의 여권을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진 :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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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 컨설팅 칼럼

이자율 상승
입니다. 이는 현재 주택 구매자들
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므로, 입장에따라 주택 구매
및 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야 할 때입니다. 다만 한가지 이러
한 인위적인 이자율 상승은 주택
가격의 폭락이라는 파국적인 상
황은 당국부터 원하는 상황이 아
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
찮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율이 10%이상을 훨씬 넘을
때도 주택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다는 것은 호주 부동산
역사의 팩트입니다. 이자율로 인
한 코스트 상승요인만 잘 감안하
신다면, 오히려 좋은 주택을 상대
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줄
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4일 이자율이 드디어 올랐습
니다. Cash rate 기준으로 0.25%
올라 0.35%가 되었습니다. 그렇
다면 중앙은행(RBA)은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 예상보다 높아 생활비의 급격
한 상승 및 경기과열을 진정 시키
기 위해서 입니다. 이미 4대 은행
은 바로 변동 이자율에 이자율 상
승 분을 반영 시켜, 변동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홈론 상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주
택 모기지 상환액이 커짐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들게
되며, 이러한 수요감소를 통한 인
플레이션 진정효과를 보고자 이
자율 상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
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들을 들어보고, 주택 구매자로서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
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이자율 상승과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보면, 올해 들어 시
드니, 멜번은 보합세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자율 상
승으로 인한 평균 주택가격이 하
락세를 시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RBA 에서는 이자율이
2% 추가 상승 시 주택가격이
15%가 하락 한다고 보고 있습니
다. 그러나 시드니의 경우 년
15%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자율이 2% 상승하여도 1년 전
가격으로 돌아 간다는 의미입니
다. 이는 지금 모기지 이자율에
2%가 올라도 1년 전 가격으로 돌
아간다는 뜻으로 이자율 상승으
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하지는 않
을 것이며, 이자율이란 중앙은행
에서 조정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폭락으로 이어지는 파국을 당국
이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당국에 의
한 순차적인 이자율 상승이 이루
어 진다 하더라도, 최근의 임금 상
승을 고려할 때 모기지 상환을 하
지 못해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 대출의 45%가
고정금리 모기지 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이러한 다수의 고정금리
가 변동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완
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피
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으로 주택대출 상환을 연
체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0.9%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으며,
30일에서 89일 연체율도 0.4%로
2020년 3월 대비 50% 수준으로
나타나, 금리 상승시대로 들어서
는 국면에서 기초가 굳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구매자 각각의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가주택을
이미 구매 하신분은 상기 표를 보

시고 이자율이 오를 때 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 자금
운용을 해야 겠습니다. 론 브로커
등 전문가들과 상의 하시고,
Offset account 활용도 이자율 상
승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방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가 주택
을 향후 구매 하실 분들은 늘 제
가 말씀드린데로 본인의 이자부
담(비용)과 상환능력(소득)을 잘
감안 및 계산하시어 무리한 구매
를 자제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구
매의 경우 과거에 저이자로 인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
고 최대한 모기지를 얻어 구매를
하신 분들은 지속적인 자금압박
으로 인해 판매를 고려 하시겠지
만, 작년부터
제가 지난 칼럼에 올린 글대로,
이자율 상승 대처는 본인의 대출
최대 금액에서 되도록이면 낮추
어서 진행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이라는 점을 숙지하셔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
을 것입니다. 향후 투자를 계획하
고 계신 분들 한테는 가격하락과
수요감소는 기회의 시기로 보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좋은 조건의 주택을 투자
용으로 구매하셔서 수익력/ 공실
률/ Negative gearing측면에서 최
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자율 상승은 주택가격의 하락
과 경기의 진정국면을 가져 올 것

더 자세한 부동산 정보를 원하신다면?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Property Consultant
0421 620 298
harvey@riche-consulting.com
www.riche-consulting.com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
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
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를 등록하시면 부동산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플러스 친구목록에서'리체컨설팅시드니'로
검색해서 친구추가 해주세요.

Riche Consulting
Riche Consulting Youtube 를 치시
면 Riche Consulting 관련 모든 동영상이 보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