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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Election 2022- 각 주-테러토리 접전 선거구 결과가 승패 좌우
ABC 방송 선거 전문가 분석... 무소속 후보들 두드러진 약진, 거대정당의 ‘안방’ 위협

향후 3년간 호주를 이끌

어갈, 새 정부를 결정하는 

연방 선거가 내일(토, 21

일) 치러진다. 이전 선거에

서 늘 그래왔듯이 거대 정

당 외 무소속 후보들이 상

당한 파워를 드러내는 가

운데 특히 올해 선거에서

는 이들의 약진이 두드러

지며, ‘안전하게’(전체 

150석 가운데 76석 이상 

확보) 승리하는 정당이 없

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한계 의석에서 승패가 결

정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연방 선거에서 퀸즐랜드

(Queensland) 주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및 

빅토리아(Victoria) 주와 

반대의 스윙(swing)을 보

여주었듯 이 같은 변화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차이는 올해 선

거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

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

의 진단이다. 각 주(State)

는 지난 2년 넘게 해당 지

역 별 로  약 간 씩  다 른 

COVID 대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및 2019년 총선

에서 자유-국민 연립이 

퀸 즐 랜 드 와  서 부 호 주

(Western Australia)에서 

갖고 있던 막강한 파워는 

N S W 와  빅 토 리 아

(Victoria) 주에 비해 덜 인

상적인 결과를 남겼다.

이번 선거는 각 주 별로 

변수가 많다.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보여주었듯 거대 

정당의 각축이 극심한 선

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

오는가에 따라 총선 성패

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Western Australia
2021년 3월 주 선거

(State Election)에서 노동

당 마크 맥고완(Mark 

McGowan) 정부의 압도적 

승리를 감안할 때 올해 총

선에서 서부호주(WA) 주

는 연립에게 있어 부담스

러운 지역이다.

WA 자유당은 1년 전의 

주 선거 결과로 크게 위축

됐고 직원 및 지지자들의 

사기도 수그러들었다. 모

리슨(Scott Morrison) 총

리와 노동당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대

표가 선거운동을 위해 서

부호주에 눈을 돌린 것은 

올해 3월부터이다.

WA에서는 연립이 더 많

은 의석을 갖고 있다. 하지

만 맥고완 주 총리와 노동

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

었고, 이런 추세가 이어졌

다는 분석이어서 자유-국

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WA에서 우선 지켜볼 선

거 구 는  코 완  선 거 구

(Division of Cowan. ALP 

0.9%)이다. 이곳의 의석을 

갖고 있는 노동당 앤 에일

리(Anne Aly) 의원은 자유

당 빈스 코널리(Vince 

Connolly)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폐지된 스털

링 선거구 지지자들 가운

데 다수로부터 지원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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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향후 3년간 호주를 이끌어갈 것인가 여부는 내일(토, 21일) 투표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 연
임을 원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강력한 경제 운영’을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당 알바
니스(Anthony Albanese) 대표는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경합을 보여 
오던 지역에서의 결과가 양대 정당간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모리슨 총리의 페이스
북 및 알바니스 대표의 트위터 발췌. 그래픽 : Emily Cha / The Korea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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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자유당 스티브 아이온스

(Steve Irons) 의원이 은퇴

하게 된 스완(Swan. LIB 

3.2%) 지역구, 크리스찬 포

터(Christian Porter) 의원이 

출 마 를  포 기 한  피 어 스

(Pearce. LIB 5.2%), 켄 와

이트(Ken Wyatt) 의원의 해

슬럭(Hasluck. LIB 5.9%), 

벤 모턴(Ben Morton) 의원

의 탕니(Tangney. LIB 

9.5%) 지역구는 잘 방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Queensland
팬데믹 사태 당시 각 주

(State & Terr i tory)가 

COVID-19 방역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

어 각 주 경계(State border) 

봉쇄를 단행할 때, 연방정부

는 WA나 SA 또는 타스마니

아(Tasmania) 주보다 퀸즐

랜드 주의 아나스타샤 팔라

츠 주 크 ( A n n a s t a c i a 

Palaszczuk) 노동당 주 정부

에 강한 비난을 표명한 바 

있다.

퀸 즐 랜 드  주 에 서 는 

‘COVID 방역에 대한 정치

적 역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가 이번 선거에 중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QLD의 노동당 주 정부에 

대해 야당인 자유국민당

(Liberal National Party of 

Queensland. LNP) 일부 의

원들은 QLD의 소수 정당인 

한나라당(One  Na t i on 

Pa r t y )  및  호주연합당

(United Australia Party. 

UAP)와 함께 ‘백신접종 의

무화’를 강하게 비판하기

도 했다. 결국 ‘COVID 및 

백신 정치’는 QLD 유권자

의 선호 정당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QLD에서 눈여겨볼 선거

구는 릴리(Lil ley.  ALP 

0.6%) 선거구를 비롯해 블

레어(Blair (ALP 1.2%), 롱

먼(Longman. LNP 3.3%), 

현 국방부 장관인 피터 더튼

(Peter Dutton)의 딕슨

(Dickson. LNP 4.6%),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워

렌 엔치(Warren Entsch) 의

원의 라이카트(Leichhardt. 

LNP 4.2%), 켄 오도드(Ken 

O'Dowd) 의원의 은퇴로 노

동당에게 희망을 주는 플린

(Flynn. LNP 8.7%) 선거구

가 꼽힌다.

▶2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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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사회 여성 장

로 1호로 시드니 한인교

회의 성장과 교역자들의 

복지 증진에 힘써온 박미

자 장로(시드니 성결교

회)가 지난 5월 17일 밤 

10시 10분 숙환으로 별

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시드니 한인회

장을 역임한 ‘제마이 홀

딩스 그룹’ 창업주 이재

경 회장의 부인으로, 1세

대 이민자로서 한인동포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호주의 첫 여성 

민주평통위원(5기, 6기)

으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전국체전 호주대표팀 단

장(2003년), 재호주 한국

부인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3년

에는 ‘은혜문화아카데

미’를 창설해 동포 2세

들의 문화교육과 한인교

역자들의 소통의 장을 마

련하는데 주력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이숙

진 부의장(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과 이미진 톱뉴

스 대표의 모친이며, 유

가족으로 이부의장 등 2

남 3녀와 손주 6명 및 증

손자 1명을 남겼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선거 2주일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노동당의 우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9년의 유사한 사
례를 감안할 때 노동당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자유당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
집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브리즈번 캠페인에서 지지자들에게 강
한 경제를 설명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Facebook / Scott Morrison

호주 한인 이민 1세대로 시드니 한인 교
회 및 동포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
던 박미자 장로(사진)가 향년 82세를 일
기로 지난 18일(화) 밤 숙환으로 별세했
다. 사진 : 톱뉴스 제공

시드니 한인사회 첫 여성 
장로 박미자씨 별세

향년 82세... ‘제마이 홀딩스 그룹’ 창업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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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with COVID’라지만... 매일 평균 40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
국민 1인당 감염비율, 전 세계서 가장 높아... 전문가들, ‘국가적 의제 밖’ 우려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감염

증과 관련한 공공보건 조치들

이 대부분 해제되고 정부 차

원에서도 풍토병으로 여기는 

단계임을 선포한 상황이지만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평균 40명에 이르고 있

다.

호주의 COVID 감염비율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

로, 보건 당국 및 전염병 전문

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국가 

의제에서 벗어났음에 큰 우려

를 표하는 상황이다.

2년 여 전 COVID-19 대유

행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호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이들은 7,800명에 이

르며, 여전히 매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보건 관련 작가인 제인 

맥크레디(Jane McCredie)씨

는 “우리는 우리의 의료 시

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의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맥크레디씨는 주간으로 발

행되는 호주 온라인 의학저널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최근호에 이달 첫 

주에만 약 35만 명의 COVID 

양성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

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호주에서 이 바이러

스에 감염된 이들은 총 645만 

명에 달한다.

맥크레디씨는 이어 “최근 

5개월 사이에만 500만 명 넘

는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Rapid 

Antigen Test 기기를 통한) 자

체 테스트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물론 호주의 높은 백신접종

률로 인해 사망자가 줄었고, 

팬데믹 초기보다 덜 치명적인 

것은 사실이다. 맥크레디씨는 

“COVID로 인한 사망률 감

소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 질

병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보다 

큰 이유는 모든 이들이 (코로

나바이러스에) 지쳐있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호 주  공 공 보 건 협 의 회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테리 슬레빈

(Terry Slevin) CEO는 같은 

매체에 “이 질병이 일선 의

료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

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경계 

태세를 늦추지 못했고 수시로 

격리 상태에 처해졌으며, 낯

선 이들의 기침을 바라보아야 

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손을 소독해야 하는 

등,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고 호소했

다.

그러면서 슬레빈 CEO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의료진

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줄 

수 있다”면서 “이미 의료 

자원과의 싸움에 이른 상황”

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의료협의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부회장

인 크리스 모이(Chris Moy) 

박사도 “전염병에 대한 피로

감과 안일함이 뒤섞여 

(COVID-19가) 전국민의 관

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

는 보고 있다”며 강한 우려

를 표했다.

이어 “우리의 보건 시스템

은 감염 환자뿐 아니라 감염 

이후 ‘long-COVID’ 증세

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국민

들까지 돌보고자 노력하고 있

다”는 모이 박사는 “우리 

커뮤니티가 이런 점도 주목해

야 한다”며 COVID-19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

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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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COVID 사망 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한 공공보건 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도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매일 평균 40명이 COVID-19로 
사망하고 있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한 병원의 COVID-19 병동.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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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관

리하는 ‘Aus t r a l i a n 

B u s i n e s s  R e g i s t r y 

Services’(호주 사업자등

록서비스, 이하 ‘ABRS’)

에서 모든 회사 이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사 신

원확인번호’(Director ID)

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현재 관련 웹사이트에

는 한국어로 자세한 내용이 

업로드 되어 있다.

‘Director ID’는 회사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신규 

요건이다. 이는 개별 신원

확인번호이며, 이사가 한 

번만 신청하면 평생 보유할 

수 있다.

회사, 등록된 호주 단체 

및 등록된 외국 회사들의 

모든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Director ID를 신청해야  한

다. 신청은 무료이며, 호주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이사

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ATO의 마틴 제이콥스

(Martin Jacobs) 부청장은 

“Director ID 온라인 신청

은 빠르고 편리하다”고 강

조하며 “ATO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으며, 여러분

이 원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ABRS 웹사이트(abrs.gov.

au)를 방문하여 검색어에 

‘Other languages’를 입

력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Director ID’ 시청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사로 재직하거나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사

가 될 예정인 경우, 지금 본

인의 Director ID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이사에 

임명되는 경우, 반드시 임

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

다. 또 2021년 10월 31일

이나 그 이전에 임명된 이

사들은 반드시 2022년 11

월  3 0 일 까 지  본 인 의 

Director ID 신청이 필요하

다.

ATO 권고에 따르면 

ABRS의 신청 사이트(abrs.

gov.au/directorIDapply. 

영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

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

른 방법이다. 이를 신청하

는 이들은 호주 정부의 디

지털 신원 확인 앱인 

myGovID를 통해 본인의 

신원을 인증해야 한다. 아

울러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이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청 방법들도 있으

며, 이사들은 신청 기한 연

장을 요청할 수 있다.

ATO는 이사들이 본인의 

신원 인증을 위해 반드시 

직접 Director ID를 신청해

야 한다고 강조한다. 등록

된 ASIC 대리인, 세무사나 

BAS 대행인이 이사를 대신

해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ATO 권고에 따르면, 이사

들은 이 요건에 대한 이해, 

신청 의무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서 대리인들에게 도

움을 구할 수 있다. 

제이콥스 부청장은 “이

사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며 “

이사들이 신청 기한을 지키

지 못하는 경우, ATO에서 

당사자들에게 연락해 신청

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국세청의 ABRS, 각 회사 이사들에게 ‘Director ID’ 신청 권장
ATO가 이사들에게 적용하는 신규 요건, 한 번 신청으로 평생 보유 가능

ATO가 관리하는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ABRS)에서 모든 회사 이
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사 신원확인번
호’(Director ID)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Director ID’는 회사 이사들에게 적용되
는 신규 요건이다. 사진은 ABRS 웹사이트의 
관련 안내 페이지. 사진 : ABRS 웹사이트 발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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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의 광주 학생 항일운

동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순수하게 

시작되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 광

주 시민들의 저항은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되살아나고, 2017년 

1,700만 명의 촛불 혁명으로 부활하

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아

직도 우리 주변에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있으며, 망언을 일

삼는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자

신들의 견고한 권력 카르텔을 만들

어 이를 폄하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

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

용재 호주한인복지회 회장 추모사 

중에서).

‘5월 광주’는 한국전쟁 이후 한

국 현대사에 기록된 가장 큰 비극이

다. 직접적으로 ‘그해의 광주’를 

겪지 않은 수많은 이들에게 군부가 

저지른 만행은 아직도 가슴 아픈 기

억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남아 있다. 그러할진데, 당시 광주를 

직접 살아낸 이들의 울분은 어떠할

까.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은 민주

주의를 짓밟는 군부 독재를 타도하

고 전두환에 의한 불법적 계엄령을 

해제하여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

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훼

손된 민주주의, 이들의 뒤를 잇는 전

두환의 신군부로부터 민주주의의 회

복을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

한 항쟁이었다. 비록 그 시도가 군부

의 무자비한 무력에 의해 성공하지 

못했으나 전두환의 5공화국 정권을 

비정통성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 민

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을 제

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한국 민주화 운동은 5.18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5.18을 계기로 민

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

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

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이다.

하지만 80년 이후 정치권 일각에

서는 5.18이라는 이 위대한 시민정

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권력을 향한 싸움에서 5.18에 대한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광주 폭동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

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종북 좌

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

다.” 지금의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연루

됐던 ‘5.18 망언 논란’에서 나온 

망언들이다. 불과 3년 전 일이다. 

5.18의 순수하고 위대한 정신이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에게서까

지 올바르게 평가받고 있는 지금, 저

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견고한 권

력 카르텔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5.18을 이용하

고 있다. 

이 항쟁이 시작된 지 42년이 흐른 

지난 5월 18일 저녁, 시드니한인회

관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

다. 국민의례에 이어 이용재 한인복

지회 회장의 추모사, 홍상우 총영사

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 5월 영령들

을 위한 시 낭송과 추모 노래들, 희생

자들에 대한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이라는 의식에 걸맞게 알차

게 마련됐다. 

시드니의 5.18 기념식은 특정 단체

가 주도하기보다는 매년 준비위원회

가 구성되어 열려 왔다. 모든 이들이 

5.18 정신을 함께 한다는 취지이다. 

올해에는 정제니씨를 위원장으로 한

인교육문화센터의 강병조, 권태원, 

한인민주연합의 김동우, 김종국, 월

드옥타 전 회장인 노현상, 호남향우

회 임현숙씨 등이 참여했다. ‘80년 

5월 광주’, 이어진 ‘87년 789월 

투쟁’의 시기를 직간접적으로 겪었

던 연령대이다. 여기에 이날 기념식

에서 태극기를 들고 식장에 입장한 

동포자녀 하이스쿨 학생들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그 전 해에도 그렇게 

해 왔고, 내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이날을 위해 참여할 것

이다. 그렇게, ‘80년 5월’을 ‘진

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만들

어가려는 이들은 시드니에서도 계속

되고, 마침내는 그 ‘진실’이 더 이

상의 망언을 잠재우고 광주의 아픔

이 진정으로 위로받는 날을 앞당길 

터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5월 광주, 마침내 ‘진실의 힘’은 ‘시대의 빛’이 될 터...

직접적 연루자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상태이지만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터이다. 사진은 올해로 42년이 
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련한 관계자들. 사진 :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호주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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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코

로나(오미크론) 감염 확산 사실을 

공개한 이후 매일 새로운 확진자, 

완치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를 외

부에 알리고 있다. 지난 2년 전 세

계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동안 문

을 닫고 단 1명의 확진자도 없다

고 ‘자랑했던’ 북한 방역이 뚫

린 것이다. 지난 1주일 북한의 상

황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

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는 나라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하고 의료체계마저 낙후된 북

한으로선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

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확산 

방지와 치료 대책 마련을 강도 높

게 주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을 통해 전

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

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 단위, 생

산 단위, 생활 단위별로 격폐한 상

태에서 사업과 생산 활동을 조직

하여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

시했다. 당, 행정, 경제기관들, 안

전, 보위와 함께 국방부문을 포함

해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평

양시 의약품공급사업 안정을 강조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역설적으로 북한 당

국이 이번 난관을 어떻게 수습하

는가에 따라 이후 ‘위드 코로

나’로 자연스럽게 진행할 가능성

도 있으나, 적어도 수개월, 길게는 

내년까지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

로 보이며 이를 독자적으로 극복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 공식

적으로 외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지

는 않다.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통일부를 통해 의약품과 방역시스

템 지원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통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의약품 등 관련 지

원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

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북한에 직접 방

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최상

의 방안이겠지만, 대북 강경 입장

을 가진 새 정부의 제안을 쉽게 받

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이나 국제사회를 통해 방역물

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양자의 

틀’보다 북한 내 상황 악화를 염

두에 두고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

제, 검진 키트 등을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과 함께 ‘다자

의 틀’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방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민간을 통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계속

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

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당장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 중론이다. 북한은 지금의 남북

관계 위기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

와 남측의 남북합의 미이행 때문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상황이 심

각하지만, 21일 서울에서 한미정

상회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

이 분명하다. 이 회담을 통해 바이

든 미국 행정부나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대북관이나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

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극한의 대결

로 치닫다가도 회담이 열리고 ‘

극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

었다. 남과 북은 반세기 이상 대결

과 협상을 반복하면서 신뢰 구축

에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진 편이다. 

어떤 경우엔 내부 위기를 돌파하

기 위해 상대와 회담을 하기도 했

었다. 

남북관계는 서로의 국내 상황은 

물론,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또 

이들 4개 국가 간의 역학관계 등

에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

는 남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

에서 긴장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도 미

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

를 취할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

이다.

최근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경색

된 상태였으나 북한의 ‘오미크

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급변할 가능성

도 없지 않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손을 내

밀 경우, 이를 통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위

기는 기회란 말이 그래서 있는 것

이다.

김인구

<한국신문> 편집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

gginko78@naver.com

위기가 곧 기회

오지라퍼의 세상사 참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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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보건 정보-조언 서비스 

‘Healthdirect’가 다문화 커뮤니

티 대상의 필수 지원을 위해 

COVID-19 증상 관리에 대한 언

어서비스를 제공한다.

‘Healthdirect’가 웹사이트, 모

바일 앱 및 헬프라인을 통해 제공하

는 COVID-19 관련 정보들은 검

증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최신 내용

들로, 언어 서비스는 한국어를 비롯

해 아랍어, 벵골어, 간체 중국어, 정

통 중국어, 필리핀어, 힌두어, 이탈

리아어, 크메르어, 펀자브어, 세르

비아어, 터키어 및 베트남어 등 총 

15개 언어이다.

‘Healthdirect’의 최근 정보에 

따르면 COVID-19 검사에서 양성

이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경미하여 집에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백신을 접종

받은 이들은 증상이 덜한 편으로, 

‘Healthdirect’의 이 서비스는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서부

터 치료, 약물치료, 타인 돌보기, 바

이러스로부터의 회복과 정상적 활

동으로의 복귀에 대한 정보와 조언

을 담고 있다.

‘Healthdirect’의 최고 의료 책

임자인 너바나 루크라이(Nirvana 

Luckraj) 박사는 “우리 지역사회

에 COVID-19가 여전히 만연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인 

건강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바이

러스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의 확

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는지 등을 모국어로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마스

크 착용, 물리적 거리 및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 정보가 포함된

다”고 말했다.

루쿠라이 박사는 이어 “이 같은 

조치들은 올 겨울 시즌의 독감 확산

을 예방하고 가족 및 직장, 지역사

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모든 언어의 메시지는 

‘예방 및 안전한 행동 선택이 바이

러스와의 싸움에서의 핵심’이라

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번역된 언어는 국립 코로나바이

러 스  헬 프 라 인 ( N a t i o n a l 

Coronavirus Helpline. 1800 020 

080)에 전화하여 무료로 이용 가능

한  기존의 언어 도움을 지원하며, 

이 전화를 이용하는 이들은 본인의 

COVID-19 증상, 백신, 부스터샷, 

공공보건을 위한 제한조치 또는 격

리 등에 대해 통역사와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다.

한편 루크라이 박사는 COVID-

19 visepalr 상황에서 계절성 인플

루엔자와 같은 백신접종 프로그램 

외에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다른 질

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모든 이

들이 정기적인 접종 일정을 따르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부 공공보건 정보-조언 서비스 ‘Healthdirect’, 한국어로 제공
COVID-19 감염 차단-증상 관리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내용 조언

국립 공공보건 정보-조언 서비스 ‘Healthdirect’가 다문화 
커뮤니티 대상의 필수 지원을 위해 COVID-19 증상 관리
에 대한 언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Healthdirect’가 
제공하는 COVID-19 관련 한국어 정보. 사진 : 
Health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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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Election 2022- 각 주-테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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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with COVID’라지만... 매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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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이 호주 작

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 권위의 

초상화 공모전인 올해 ‘아치볼드 

프라이즈’(Archibald Pr ize 

2022. 상금 10만 달러) 대상은 ‘

덩구티’(Dhungutti) 부족 출신의 

원주민 예술가 블락 더글라스

(Blak Douglas. 일명 Adam Hill)

씨에게 돌아갔다.

그의 올해 아치볼드 수상은 지난 

2020년 ‘아렌테’(Arrernte) 부

족 출신이자 원주민 문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화가 알버트 나마찌

라(Albert Namatjira)의 증손자인 

빈 센 트  나 마 찌 라 ( V i n c e n t 

Namatjira)가 원주민 출신의 호주 

풋볼(Australian rules football) 

선수인 아담 구스(Adam Goodes)

와 함께 한 초상화 ‘Stand 

Strong for Who You Are’로, 원

주민 작가로는 ‘아치볼드’ 사상 

처음으로 대상을 차지한 이래 두 

번째이다.

더글라스씨는 이전까지 아치볼

드 최종 결선에 네 번 오른 바 있

으며, 올해 다섯 번째 만에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 그는 지난 5월 13

일(금) NSW 주립미술관에서의 시

상식에서 “이 그림은 정규직 일

자리를 포기한 채 (예술가라는) 꿈

을 추구하고자 위험을 감수한 지

난 20년을 나타낸다”면서 “많은 

동료 예술가들이 이에 대해 공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글라스씨의 이번 수상작은 본

인이 직접 ‘전설적 전문 작가’

라고 표현한 NSW 주 중북부 리스

모어(Lismore) 지역의 ‘분잘

렁’(Bundjalung) 부족 원주민 작

가이자 친구인 칼라 디킨스(Karla 

Dickens)를 묘사한 그림으로, 올

해 초 홍수로 물에 잠긴 고향의 진

흙투성이에 무릎까지 잠긴 그녀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이는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NSW 주 노던 

리버스 지역(Northern Rivers 

region)을 휩쓴 파괴적인 홍수 피

해의 후유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더글라스씨는 소감을 밝히는 자

리에서 또한 “이번 수상을 통해 

내 가장 친하고 가까운 친구를 재

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기

쁜 일”이라고 덧붙였다.

‘Moby Dickens’라는 제목의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디킨스씨는 

NSW 주립미술관과 연결된 화상 

인터뷰에서 더글라스씨의 수상을 

축하하여 “당신이 자랑스럽다. 

아담, 정말 멋진 그림”이라고 말

했다.

올해 아치볼드 심사위원들은 더

글라스씨의 작품뿐 아니라 주드 

라이(Jude Rae)씨가 출품한 호주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사울 그리피

스(Saul Griffith)씨의 초상화에 대

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초상화 대상의 아치볼드와 함께 

특정 주제나 벽화 프로젝트에 주

어지는 ‘술만 상’(Sulman 

Prize. 상금 4만 달러)은 전사 라이

코(Ra iko )와 악마 슈텐도지

(Shuten-dōji)의 싸움을 공동 작

업한 아티스트 듀오 클레어 힐리

(Claire Healy)와 션 코데이로

(Sean Cordeiro)씨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풍경화 부문에 주어지

는 ‘윈 상’(Wynne Prize. 상금 

5만 달러)은 ‘Eora’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한 니콜라스 하딩

(Nicholas Harding)씨가 차지했

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022년 ‘아치볼드’, 101년 만에 두 번째로 원주민 출신 화가 수상
‘Dhungutti’ 부족 작가 블락 더글라스, 동료 화가 칼라 디킨스씨 초상화로

올해로 101년이 되는 호주 최고 권위의 미술 공모 ‘아치볼드 프라이즈’(Archibald Prize)의 대상은 ‘덩구티’(Dhungutti) 부족 출신의 원주민 예술가 블락 더글라스
(Blak Douglas. 일명 Adam Hill)씨에게 돌아갔다. ‘Moby Dickens’라는 제목의 이 초상화는 친구인 원주민 예술가 칼라 디킨스(Karla Dickens)씨를 대상으로 작업
한 것이다. 사진 : AGNSW / Felicity Jenkins

더글라스씨가 그린 초상화의 주인공인 칼라 디킨스
(Karla Dickens)씨는 NSW 중북부 리스모어
(Lismore)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지난 2월과 
3월의 집중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곳으
로, 이 초상화의 배경인 14개의 검은 구름은 폭우
가 쏟아진 낮과 밤의 수를 나타낸다. 
사진 : AGNSW / Mim Sti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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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에서 이어받음

독학으로 예술 전반 공부

더글라스씨는 독학으로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팝 

아트를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시상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지원이 있었기에 화가로서 

경력을 이어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상식 후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아치볼드 수상자

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길고 

힘든 시간’(a long haul)으로 묘

사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은 마치 만리장성의 일부를 만드

는 것과 같았다. 이토록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일은 꽤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아치볼드 수상 작품인 

‘Moby Dickens’는 올해 아치

볼드에 출품된 800편 이상의 그

림들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다. “

칼라는 신체적으로 작은 키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녀를 기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는 더글라스씨는 “이런 작업(큰 

화폭에 그려내는 일)은 자주 시도

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원주

민 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라

고 설명했다.

더글라스씨는 지난 2015년

(Budjedi 부족 장로이자 원주민 

문화 연예인 Uncle Max Eulo의 

초상화), 2018년(Wiradjuri 부족 

원주민 예술가 Unc le  Roy 

Kennedy의 초상화), 2019년

(Bidjigal 부족 원주민 예술가 

Esme Timbery의 초상화) 및 

2020년(Arrernte 부족의 젊은 원

주민 운동가 Dujuan Hoosan의 

초상화)에 아치볼드 결선에 오른 

바 있으며, 올해 다섯 번째 만에 

대상을 차지했다.

상금 10만 달러인 아치볼드 프

라이즈는 1919년 사망한 ‘블레

틴’(The Bulletin) 편집장(J. F. 

Archibald)의 유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호주 최고 권위의 미술 공

모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올해 ‘아치볼드’와 함께 

‘윈’, ‘술만’ 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들은 5월 14일(토)부터 

NSW 주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시

작됐다.

■ Archibald 2022
-총 816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2개 작품이 최종 결선

에 선정

-올해 결선 진출 작가 52명 가

운데 3명은 원주민 출신 예술가

-올해 결선 진출 작가 52명 

가운데 여성 작가는 22명이며 

남성 작가는 30명

-52명 가운데 처음으로 결선에 

오른 작가는 27%

-예술가를 그린 초상화는 총 

19개 작품이었으며 이중 8편은 

자화상, 11편은 다른 예술가를 그

려낸 것임

-최종 결선 진출작은 예술가 토

니 알버트(Tony Albert), 캐롤라

인 로스웰(Caroline Rothwell)씨 

등이 포함된 NSW 주립미술관 이

사회에서 심사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올해 '아치볼드'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또 하나의 작품은 시드니 기반의 예술가 주드 라이
(Jude Rae)씨가 그려낸 사울 그리피스(Saul Griffith)씨의 초상화이다. 그리피스씨는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이기도 하다. 사진 : AGNSW / Mim Stirling

풍경화 부문에 주어지는 ‘윈 상’(Wynne Prize)을 수상한 니콜라스 하딩(Nicholas Harding)씨의 작품 ‘Eora’. 부문별한 토지개간을 경고했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사진 : AGNSW / Mim Stirling

‘아치볼드 프라이즈’(Archibald Prize)에서 특정 주
제나 벽화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술만 상’(Sulman 
Prize)은 전사 라이코(Raiko)와 악마 슈텐도지
(Shuten-d ji)의 싸움을 공동 작업한 아티스트 듀
오 클레어 힐리(Claire Healy)와 션 코데이로
(Sean Cordeiro)씨가 차지했다. 사진 : AGNSW / 
Mim Sti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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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구 세 군 ( T h e 

Salvation Army)이 주요 연

례 이벤트인 ‘Red Shield 

Appeal’ 계획을 발표했

다. 이는 호주 최대 자선기

구 중 하나인 구세군이 호

주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하

는 기금모금 행사로, 사회

적 혜택에서 소외된 빈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선

사업 일환이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주말

을 기해 모금활동을 전개하

는 구세군은 올해에도 오는 

5월 28-29일(토-일요일) 

양일간 각 가정을 돌며 모

금활동을 전개한다. 이 활

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구세군 뱃지를 가슴에 착용

하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

하여 ‘희망의 기금’을 모

으게 된다.

이와 관련, 호주 구세군은 

민간 다문화 마케팅 회사 

‘MultiConnexions’의 진

행으로 지난 17일(화) 시드

니 도심 Sydney Satrtup 

Hub에서 미디어 론칭을 갖

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

동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이날 조디 맥케이(Jodi 

McKay) 전 NSW 노동당 대

표는  “전국에 산재한 다

양한 성격의 다문화 지역사

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와 

사회를 직조하는 중요한 구

성체”라며 “어려움에 처

한 모든 이웃들에게 차별 

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구세

군의 모금 활동에 다문화 

공동체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세군의 문화 언어 다양

성(CALD) 지역사회 관계 

책임관인 타라 맥귀건

(Captain Tara McGuigan) 

정위는 “구세군은 140년 

전 처음 호주에서 운영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 국적, 배경에 대한 구

별 없이 모든 이들의 곁에 

함께 해왔다”고 소개하면

서 “구세군은 어떠한 차별

이나 편견도 없는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역사

회 구호사업을 사명으로 생

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세군의 오랜 협력사인 

‘MultiConnexions’의 세

바 난드키오일라(Sheba 

Nandkeolyar) CEO는 “올

해에도 The Salvation 

Army가 진행하는 훌륭한 

구호사업을 후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구세군은 다

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다문화 지역사회에 나눔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개월 사이에도 구

세군은 호주 전역에서 가정 

또는 가족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 약 5,800 명에게 지

원을 제공했다. 평균적으로 

구세군은 전국적 활동망을 

통해 △매 17초마다 한 명

에게 도움 제공, △매 1분마

다 3명에게 후원 제공, △노

숙인(여성과 어린이 포함)

을 대상으로 긴급보호 숙소 

약 887,500건 제공을 제공

하고 있다. 

구세군의 ‘Red Shield 

Appeal’ 자선모금에 기부

를 원하거나 구세군의 도움

이 필요한 이들은 해당 웹

사이트(salvationarmy.org.

a u )  또 는  전 화  1 3 

SALVOS(13 72 58)를 이

용할 수 있다. 또 ‘Salvos 

Store’ 각 체인점에서도 

성금 기부가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뱅스타운(Bankstown) 

시가 오는 2036년까지 주

요 보건 및 웰빙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

다.

이는 세계적 컨설팅사인 

‘딜로이트’(Deloitte)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시

한 것으로, NSW 주 보건

생태계(hea l t h  e co-

system)의 주요 연결 도시

이자 핵심 구역이 될 것이

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예상과 관련, 최

근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City of Canterbury 

Bankstown)는 연례 행사

인 ‘CBEvolve’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딜로이

트 보고서 ‘Canterbury

Bankstown and the 

Health Revolution’을 

발표하면서 보건 및 웰빙 

중심 구역으로서의 뱅스타

운 시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번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는 독특한 다양성, 활기

찬 산업과 문화 부문을 기

반으로 한 대규모 변혁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한 세

대에 한 번뿐인 병원, 기차 

라인 개발, 그리고 도시 중

심부에 들어설 고등교육기

관 유치에 의해 형성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뱅스타

운의 장점으로 주요 의료 

시설이 자리한 남서부 리

버풀(Liverpool), 동부 랜

드윅(Randwick), 서부 웨

스트미드(Westmead), 남

부  세 인 트  조 지 ( S t 

George) 등 각 지역을 연

결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자리해 있음을 꼽았다.

뱅스타운의 이 같은 변

혁은 총 13억 달러를 투입

해 오는 2029년 완공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한 새 뱅스타운 병원

(Bankstown Hospital), 뱅

스타운 역이 포함된 시드

니 메트로 사우스웨스트 

기차 라인(Sydney Metro 

South West. 2024년 완공 

예정) 등의 요소를 기반으

로 한다.

‘Sydney Metro South 

West’ 라인은 뱅스타운

에서 시드니 CBD, 파라마

타(Parramatta) 및 리버풀 

등으로의 보다 나은 교통 

연결망을 제공하게 되며 

또 한  뱅 스 타 운  공 항

(Bankstown Airport), 시

드 니  공 항 ( S y d n e y 

Airport) 및 항공의료 서비

스가 제공되는 새 뱃저리

스 크릭 공항(Badgerys 

Creek Airport)을 이용하

는 것도 수월하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의 

칼 아스퍼(Khal Asfour) 

시장은 “뱅스타운은 사

회-경제적으로 가장 다양

한 커뮤니티 중 하나로 알

려져 있다”며 “또한 주

요 교통 허브이자 의료 허

브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

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장은 “주요 산

업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 

지역의 놀라운 기회에 대

한 소식은 매우 흥미로우

며, 우리 지역이 NSW 주

의 보건 및 웰빙 허브로 자

리잡게 된다는 점은 분명

한 사실”이라고 강조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구세군, 연례 ‘Red Shield Appeal’ 모금 행사 계획 발표
이달 28-29일 양일간 각 가정 방문, 올해 모금액 목표는 3,600만 달러

“뱅스타운, 오는 2036년까지 호주의 주요 보건-웰빙 중심지 될 것”
딜로이트 보고서 분석... “NSW 주 보건 생태계의 핵심 구역이자 연결 지역” 

호주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은 지난 
17일(화) 다문화 마케팅 ‘MultiConnexions’
의 후원으로 주요 연례 이벤트인 올해 ‘Red 
Shield Appeal’ 미디어 론치를 갖고 다문화 
지역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호주 
구세군 활동을 소개하는 조디 맥케이(Jodi 
McKay) 전 NSW 노동당 대표. 사진 : The 
Salvation Army

향후 10여 년 이내 뱅스타운 지역이 NSW 주의 보건 및 웰빙 핵심 구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딜
로이트(Deloitte) 사의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의 연례 ‘CBEvolve’ 행사에 
함께 한 인사들. 왼쪽부터 아만다 로즈(Amanda Rose, director of Western Sydney Women), 
과학 평론가이자 작가인 칼 크루젤니키 박사(Dr Karl Kruszelnicki), CB 카운슬 시의 칼 아스퍼
(Khal Asfour) 시장, 딜로이트 사의 소피 맥퍼슨(Sophie Macpherson) 및  테오 사이코지어스
(Theo Psychogios) 연구원. 사진 :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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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 이어받음

이외 또 다른 한계 의석

으로는 노동당과 퀸즐랜드

자유국민당, 녹색당이 경

합을 펼치는 그리피스

(Griffith. ALP 2.9%), 브

리즈번(Brisbane. LNP 

4.9%) 선거구로, 이 지역

에서의 경합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 Tasmania
타스마니아는 연방선거

에서 노동당에 기우는 경

향이 있지만 북부의 바스

(Bass), 브래든(Braddon) 

선거구는 노동당 성향이 

덜한 곳으로 매 선거 때마

다 접전이 펼쳐지던 곳이

다. 현재 분위기는 자유당

( B a s s - L I B  0 . 4 % , 

Braddon-LIB 3.1%)이 

약간의 우세에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바스 선거구는 ‘

이젝터 의석’(ejector 

seat)이라 불리며 연방선

거 때마다 언급되는 대표

적인 선거구 중 하나이다. 

지난 1993년 이후 10차례

의 연방 총선이 치러진 가

운데 바스 선거구 의원이 

연임을 한 사례는 단 한 차

례에 불과하다. 또 8회에 

걸쳐 이 지역 의석을 차지

하는 정당이 바뀌었다. 브

래든 지역구 또한 지난 8

차례의 선거에서 6번에 걸

쳐 의석을 자치하는 정당

이 바뀌었다.

연방 하원에서 타스마니

아에는 총 5개 의석이 있

다. 이중 2개 의석이 그야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

는’ 지역구라는 점은, 매 

총선 때마다 타스마니아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될 듯

하다. 이 두 선거구 외 중

부 라이언스(Lyons. ALP 

5.2%)도 주목해볼 곳 중 

하나이다.

■ Victoria
빅토리아 주는 타스마니

아보다 더 노동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1980년 이래 15차례의 연

방 총선이 치러진 가운데 

13회에 걸쳐 노동당이 양

당선호 투표에서 과반수를 

기록했었다. 심지어 지난 

1996년과 2013년, 자유-

국민 연립이 노동당 정부

를 물리치고 총선에서 압

도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에도 빅토리아 주에서는 

노동당이 과반수 이상 의

석을 차지했다. VIC 주 노

동당 또한 막강한 지지 기

반을 갖고 있다. VIC 주 

노동당은 이전 11차례의 

주 선거(State Election)에

서 8차례나 승리했으며, 

지난 40년 중 29년간 노동

당 정부가 구성되어 온 곳

이다.

현재 여론을 보면 노동

당은 빅토리아의 코랑가마

이트(Corangamite. ALP 

1.1%), 덩클리(Dunkley. 

ALP 2.7%) 지역구에 신

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이 주

목하는 곳은 멜번 이너시

티  지 역 인  맥 나 마 라

(Macnamara. ALP 4.9%) 

선거구이다. 지난 선거

(2019년)에서 이 지역구 

조시 번스(Josh Burns) 후

보는 압도적 스윙으로 안

전하게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자유당뿐 아니라 녹색당 

후보와도 만만치 않은 경

합을 펼쳐야 한다. 또 한때 

노동당의 심장이었던 야라

(Yar ra )  북부의 윌스

(Wills. ALP 8.5%), 쿠퍼

(Cooper. 

A L P 

14.8%) 선

거 구 에 서

의 녹색당 

도전이 거

세다.

이번 선

거에서 큰 

변동이 없

다면 빅토

리아 주에

서 자유당은 일부 의석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치

솜(Chisholm. LIB 0.5%) 

선거구는 경합이 가장 덜

한 곳으로 꼽히며, 히긴스

(Higgins. LIB 2.6%)에서

도 노동당 및 녹색당 후보

의 도전이 만만치 않으나 

자유당이 의석을 가질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디(Indi. 

IND 1.4%) 지역구는 무소

속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

는 곳이며 인근의 니콜스

(Nicholls. NAT 20.0)는 

국민당에게 안전한 보수 

성향의 지역구이다.

한편 현 재무장관인 자

유당 조시 프라이덴버그

(Josh Frydenberg) 의원

의  지 역 구 인  쿠 용

(Kooyong. LIB 6.4%)과 

팀 윌슨(Tim Wilson) 의원

의 골드스타인(Goldstein. 

LIB 7.8%)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막

강한 편이다.

■ NSW
연방 하원, 150석 가운

데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의석이 NSW 주에 있다. 

이는 연방 선거 때마다 

NSW 주가 가장 치열한 선

거 전장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NSW 주에서의 결

과가 양당(자유-국민 연

립과 노동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를 가

름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NSW 주에서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채 연방 선거에서 승

리한 적이 없다. 지난 60

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NSW 주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집권한 

적은 단 두 번뿐이다. 지난 

2016년 및 2019년 총선에

서 연립은 노동당에 비해 

각 2석 및 3석이 많은 과

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은 

바 있다.

퀸즐랜드와 서부호주 주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립 입장에서는 NSW 주

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

하여 그 손실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선거에서 

NSW 주의 거의 과반 의석

을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는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서 패했다. 이번 선거에서

도 노동당은 연립과 치열

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NSW 주의 접전 지역구 

중 하나로 꼽히는 이든-

모나로(Eden-Monaro. 

ALP 0.8)는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노동당 크리

스 티  맥 베 인 ( K r i s t y 

McBain)이 간신히 승리했

던 곳이다. 

현재 자유당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2월 열린 NSW 

주 보궐선거에서 당시 모

나로(Monaro) 및 베가

(Bega) NSW 주 선거구에

서 확연하게 나타난 유권

자들의 반연립 움직임이

다. 당시 보궐선거에서 

NSW 자유당 안방이었던 

베가 지역구에서 노동당이 

승리했고, 베이트먼스 베

이(Batemans Bay) 지역에

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

짐 에  따 라  길 모 어

(Gilmore. ALP 2.6%) 선

거구에서도 연립은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강

세를 보여왔던 헌터밸리

(Hunter Valley)에서는 노

동당이 5% 미만의 마진으

로 3개 의석을 방어하고 

있다. 조엘 핏지본(Joel 

Fitzgibbon) 의원이 26년

간  이 어  왔 던  헌 터

(Hunter. ALP 3.0%) 선거

구는 새 노동당 후보가 자

리를 물려받아 비교적 당

선이 안전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팻 콘로이(Pat 

C o n r o y )  의 원 의 

Shortland. ALP 4.4%), 

메 릴  스 완 슨 ( M e r y l 

Swanson) 의원의 패터슨

(Paterson. ALP 5.0%) 선

거구는 강한 도전에 직면

해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자유당은 

시드니 지역의 선거구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했다. 하

지만 올해 일부 지역에서

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

고 있다. 한인 동포 유권자

가 많은 리드(Reid. LIB 

3.2%) 선거구를 비롯해 

시 드 니  서 부 의  뱅 스

(Banks. LIB 6.3%) 선거

구는 결과가 주목되는 지

역 중 하나로 꼽힌다.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미래 변화를 위해 노동당에 투표할 것을 강조하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 현재까지 
3회에 걸친 공개토론에서는 알바니스 대표가 모리슨 총리를 압도했다는 평이다. 사진 : Twitter 
/ Anthony Alb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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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면에서 이어받음

특히 이 지역의 경우 

NSW 자유당 정부(당시 

Gladys Berejiklian 주 총

리 ) 에  의 해  ‘ 델

타’(Delta) 변이 바이러

스로 인한 지역봉쇄의 영

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어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또 다른 한계 의석으로

는 자유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고스포드(Gosford) 

등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 일대의 로버트슨

(Robertson. LIB 4.2%) 

선거구이다. 이 지역은 지

난 14차례의 선거에서 자

유당이 의석을 차지했으

며, 펜리스(Penrith) 기반

의 린세이(Lindsay. LIB 

5.0%)는 13차례 중 12회

에 걸쳐 자유당이 의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노동당의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멜번과 마찬가지로 광역

시드니의 일부 선거구에서

도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선거에

서 전통적으로 자유당 텃

밭이었던 지역구에서 무소

속 후보들이 힘을 발휘하

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전 

자유당 대표이자 총리를 

지낸 토니 애보트(Tony 

Abbott)에 도전, 승리한 

와링가(Warringah. IND 

7.2%) 선거구의 잘리 스

테걸(Zali Steggall) 의원이 

또 한 번 자유당 후보를 누

를지 관심이 모아지며, 현

재 자유당이 차지하고 있

는 웬트워스(Wentworth. 

LIB 1.3%)와 노스 시드니

(North Sydney. LIB 

9.3%) 선거구에서도 무소

속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

진다.

또한 자유당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호주연합당

(UAP)의 크레이그 켈리

(Craig Kelly)에게 내주었

던 휴즈(Hughes) 선거구

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

부 의석에서 무소속 후보

들은 노동당 및 자유당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 South Australia
남부호주의 노동당 강세

는 지난 3월 치러진 주 선

거에서 SA 노동당 피터 말

리 나 스 카 스 ( P e t e r 

Malinauskas) 대표가 어렵

지 않게 승리했다는 것에

서 짐작할 수 있다.

남부호주 의석 가운데는 

두 곳의 주목되는 선거구

가 있다. 지난 3월 주 선거 

당시, 현재 자유당이 차지

하 고  있 는  부 스 비

(Boothby) 선거구 경계 지

역에서 노동당 후보가 처

음으로 주 의석을 차지했

음은, 이번 연방 선거에서

도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

심이 결코 자유당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스비 선거구는 전통적

으로 자유당 안방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2선을 이어온 

현 니콜 플린트(Nicholle 

Flint) 의원이 은퇴를 밝힘

에 따라 자유당 입장에서

는 더 불리한 상황이다.

애들레이드 힐(Adelaide 

H i l l s )의 마요(Mayo . 

Centre Alliance 5.1% v 

LIB) 선거구는 지난 2018

년 연방 보궐선거와 이듬

해 총선에서 닉 제노폰

(Nick Xenophon) 팀인 

‘Centre Alliance’ 그룹

의 레베카 샤키(Rebekha 

Sharkie)에게 넘어가기 전

까지 전통적인 자유당 의

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

거에서 샤키 의원의 자리

는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

하기 어렵다.

자유당의 또 하나의 텃

밭인 스터트(Sturt. LIB 

6.9%) 선거구에서의 노동

당 도전도 만만치 않은 편

이다.

자유당이 차지하고 있는 

남부호주 아웃백의 그레이

(Grey. LIB 13.3%) 선거

구에는 무소속 리즈 하버

만(Liz Habermann) 후보

의 도전이 거세다. 지난 3

월 주 선거에서 하버만 후

보는 전통적으로 안전한 

자유당 의석이었던 플린더

스(Flinders) 지역구에 출

마해 자유당 후보와 근접

한 경쟁을 펼쳤으며, 이번 

연방 선거에서는 그레이 

선거구에서 또 한 번 바람

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

월 주 선거에서 연방 그레

이 선거구 내에 있는 두 곳

의 주 선거 지역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바 

있다. 그레이 선거구는 지

난 2007년부터 자유당 소

속의 로완 램지(Rowan 

Ramsey) 의원이 차지해온 

의석이다.

그레이 선거구의 어려움

은 너무 광활한 넓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운

동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

으며 많은 선거운동 조직

이 필요한데, 이런 점을 감

안하면 무소속 후보보다는 

지부 구조가 확립되어 있

는 정당 후보가 유리할 수

도 있다.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캔버라는 연방 수도이지

만 총선과 관련하여 전국

적인 주목을 받는 일은 거

의 없다. 국회 의사당에 프

레스센터가 있다는 것은, 

각 정당 지도자 및 주요 인

사들이 선거 캠페인 기간

에 캔버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선거구까지 가

는 일은 거의 없음을 뜻한

다.

ACT에는 빈(Bean), 캔

버라(Canberra) ,  페너

(Fenner) 등 3개 선거구가 

있으며 현재 이 3개 의석

은 모두 노동당이 차지하

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경

합이 펼쳐지는 곳은 캔버

라 선거구(ALP 17.5%)로 

녹색당이 자유당 후보보다 

더 노동당을 위협하고 있

지만 노동당이 의석을 빼

앗길 확률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Northern Territory
북부호주(NT)의 두 선거

구(Solomon, Lingiari) 유

권자는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 왔다. 주도인 다윈 지

역을 아우르는 솔로몬 지

역구(ALP 3.1%)는 처음 

5차례의 총선 중 4차례를 

국 가 자 유 당 ( C o u n t r y 

Liberals)이 차지했지만 지

난 2016, 2019년 총선에

서는 노동당 루크 고슬링

(Luke Gosling) 의원이 가

져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노동당 

의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

인다.

또 하나의 의석은 북부

호주 99.9% 면적에 이르

는, 호주 전역에서 두 번째

로 넓은 면적의 링기아리

(Lingiari. ALP 5.5%) 선

거구이다. 이 의석은 베테

랑 워렌 스노돈(Warren 

Snowdon) 의원이 33년간 

차지해오던 곳으로,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밝힌 상태이다. 중요한 것

은, 이 광활한 면적의 북부

호주 선거구에서 백인 유

권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

서 노동당 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동 투표팀이 

선거지역을 돌면서 원주민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알바니스 대표(정면 오른쪽). 지난해 WA 주 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노동당 마크 맥고완
(Mark McGowan. 가운데) 주 총리가 연방 노동당 정부와 함께 서부호주의 보다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 : Twitter / 
Anthony Albanese

올해 일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선거에서 전
통적 자유당 텃밭인 와링가(Warringah) 선거구에 출마, 전 자유당 대표이자 총리를 역임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후보를 물리치고 의석을 차지한 잘리 스테걸(Zali Steggall) 의원. 사진 : 
Twitter / Zali Steg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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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금과 같이 앞

으로도 입헌군주제를 유지

할 것인가, 아니면 공화제

로 전환해야 할까. 현재 호

주 내에서 상당 비중은 아

니지만 공화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반 이상

의 호주인들은 영국 왕실

과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연방 총선을 

기해 ABC 방송이 각 주제

별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 어 보 는  ‘ V o t e 

Compass’의 ‘공화제’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의 

2 9 % 는  찰 스  왕 세 자

(Prince Charles)가 엘리

자베스 2세 여왕의 뒤를 

이어 ‘호주의 왕’이 되

는 것에 반대한다는 반응

이었다. 또 어느 정도 지지

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24%였으며, 11%만이 ‘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는 것에 호주 유권자들

은 선택권이 없다. 영국으

로부터 물려받은 현 호주

의 왕위계승법에 따르면 

왕위는 군주가 사망하는 

즉시 1순위 계승자에게 승

계된다. 왕 또는 여왕의 대

관식은 일반적으로 애도기

간이 지난 몇 개월 후에 치

러지는 상징적 행사일 뿐

이다.

이 에  대 해  A B C 의 

‘Vote Compass’는 “

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

여왕’이라는 용어의 의미

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

여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

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누구도 그 논

쟁을 도발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

다.

더 많은 호주인들,
‘공화제 지지’ 쪽으로

최 근 의  ‘ V o t e 

Compass’ 조사를 보면 

2년 전인 2019년 연방 선

거 이후 공화국으로의 전

환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

소 늘어났다. 약 43%의 

호주인이 ‘이제는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에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 이는 같은 주제의 

2 0 1 3 년  ‘ V o t e 

Compass’ 조사에서 나

타난 37%, 2019년 조사

의 39%에 비해 더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호주의 공화국 전

환에 ‘강하게’ 또는 ‘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

는다는 비율은 30%였으

며 약 4분의 1이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공화제 전환에 대한 지

지는 65세 이상 연령층에

서 가장 높았다. 또 노동당 

및 녹색당 지지들에 비해 

자유-국민 연립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제 전환을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는 것을 시사한다.

호주인의 공화제 바람은 

호주처럼 영국 여왕이 국

가 원수인 캐나다의 2021

년 조사 내용과 유사하다. 

캐나다의 경우, 공화제로 

가는 것에 대해 ‘강하

게’ 또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비율은 45%였

다.

호주의 공화제 지지 운

동가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할 경우 호주 

국내에서 이에 대한 모멘

텀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현 여왕은 지난 70년 동

안 호주인의 삶에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해 왔다. 여

왕의 이 같은 오랜 통치는 

호주의 군주제 옹호자들에

게 ‘호주가 여전히 여왕

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

다’는 것을 내세우는 이

유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입헌군주제 지지자로, 

지난 30여 년간 ‘호주 군

주제 연맹’(Australian 

Monarchist League)을 이

끌어온 필립 벤웰(Philip 

Benwell. 작가)씨는 여왕

에 대해 “가장 존경할 만

한 사람”이라며 여왕이 

평생 봉사에 헌신했음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그

는 찰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호주에서 영국 왕

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

어 벤웰씨는 ‘공화제’를 

‘쓰레기’라는 말로 치부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열성적 공화

제 운동가인 피터 피츠사

이먼(Peter FitzSimons. 

작가이자 언론인)씨는 

“Please! We are better 

than that”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국 왕실과

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

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

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공화제를 위한 국민투표, 
총선의 초점은 아니지만

올해 연방 선거에서 ‘

공화제’ 안건이 각 정당

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Vote 

Compass의 유권자 조사

에서 드러났듯 호주인들 

사이에 공화제 전환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

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

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공화제 전환을 

묻 는  국 민 투 표

(re fe rendum)는 지난 

1999년 11월 6일 치러진 

바 있다. 당시 이를 찬성하

는 이들이 절반을 넘기지 

못해(찬성 45.13%, 반대 

54.87%) 무산되기는 했지

만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

들 가운데는 군주제를 적

극 지지하기보다는 공화제

로의 전환 이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등 ‘정치

적 계산’에 의해 공화제 

전환을 미루었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ABC  방송의 Vo t e 

Compass는 이 조사와 관

련해 집권 여당인 자유당

의  모 리 슨 ( S c o t t 

Morrison) 총리에게 공화

제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

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가 

입헌군주제 지지자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18년 8월, 자유당 내 당

권 경쟁 와중에서 대표직

을 차지하며 말콤 턴불

(Malcolm Turnbull)의 뒤

를 이어 총리 자리에 앉은 

얼마 후 모리슨 총리는 “

나는 입헌군주제 지지자

( c o n s t i t u t i o n a l 

monarchist)이기에 여왕

의 사진은 총리 집무실에 

다시 걸릴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턴불 전 총리는 

공화제 지지자였다).

노 동 당 의  알 바 니 스

(Anthony Albanese) 대표

는 공화제를 지지하는 정

치인이다. 하지만 노동당

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승

리해 정부를 구성한다 하

더라도 첫 임기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는 방침이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입헌군주제 국가인 호주에서 공화제 전환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연방 선거를 기해 ‘Vote Compass’가 진행한 공화제 관련 조사 결
과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찰스(Charles Philip Arthur George)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한다 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3%에 달했
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73세에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여왕을 대신해 연설을 낭독한 찰스 왕세자. 사진 : Facebook / The British Monarchy

공화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호주인 비율은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진
은 지난 5월 10일, 여왕을 대신해 연설을 하고자  의회로 들어서는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자 
등 왕실 가족들. 사진 : Facebook / The British Monarchy

호주의 ‘공화제’ 지지, 3년 전 비해 다소 증가... “여왕 사후 모멘텀 커질 것”
‘Vote Compass’ 조사... 차기 연방정부에서 공화제 관련 국민투표 논의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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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면에서 이어받음

대신 노동당은 의회에서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를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를 우선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당 선거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서의 인정과 

원주민을 위한 의회에서의 

목소리가 노동당 헌법 개

혁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모든 호주인들이 국가 원

수 선출에 대해 논의하고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

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

혔다. 즉 공화제로의 전환 

추진 계획을 배제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Vote Compass는 공화

제로의 전환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아니

기에 각 정당에서도 크게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설

명했다. 실제로 Vote 

Compass 조사에서 이번 

총선의 관심 사안으로 공

화제 전환 안건을 꼽은 유

권자는 극히 적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호주는 당분간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유

지할 것으로 보인다.

■ 찰스 왕세자에 대한 
지지 여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

후 찰스 왕세자가 우리의 왕

이 되는 것을 얼마나 지지하

는가?’에 대한 질문)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29%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는

다 : 24%

-어느 정도 지지한다 : 

24%

-매우 지지한다 : 11%

-모르겠다 : 12%

*이 조사는 지난 4월 29일

부터 5월 2일 사이, 호주 전

역 2만7,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S o u r c e :  A B C  Vo t e 

Compass

■ 공화제 전환 지지 관련
(‘호주는 군주제를 끝내고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에 대

해)

▲ 강하게 동의
-2013년 : 22%

-2016년 : 21%

-2019년 : 24%

-2022년 : 26%

▲ 어느 정도 동의
-2013년 : 15%

-2016년 : 15%

-2019년 : 15%

-2022년 : 17%

▲ 중립
-2013년 : 22%

-2016년 : 23%

-2019년 : 25%

-2022년 : 25%

▲ 어느 정도 동의 안 함
-2013년 : 14%

-2016년 : 14%

-2019년 : 13%

-2022년 : 12%

▲ 강하게 동의 안 함
-2013년 : 26%

-2016년 : 25%

-2019년 : 21%

-2022년 : 18%

▲ 모르겠다
-2013년 : 1%

-2016년 : 2%

-2019년 : 2%

-2022년 : 3%

*이 조사의 2022년 조사 

결과는 지난 4월 10일부터 5

월 2일 사이, 호주 전역 38만

3,407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S o u r c e :  A B C  Vo t e 

Compass

■ 캐나다 국민들의 
공화제 전환 입장
-강하게 동의 : 26%

-어느 정도 동의 : 19%

-중립 : 28%

-어느 정도 동의 안 함 : 

12%

-강하게 동의 안 함 : 12%

-모르겠다 : 4%

* 2 0 2 1 년 도  캐 나 다 의 

‘Vote Compass’ 조사 결과.

Source: Vote Compas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NSW 주 지방 지역 

주택가격이 광역시드니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일부 해

안 지역은 무려 50만 달러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이 매 분기마다 집

계하는 올 3월 분기 ‘House Price Report’에 따르면 

NSW 지방(regional NSW), 각 카운슬 지역의 주택가격

은 1년 사이 평균 20%가 상승했다. 

▶B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지난 1년 사이 광역시드니보다 빠르게 상승

‘regional NSW’ 각 카운슬 지역,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평균 20% 높아져

매 분기마다 호주 전역의 주택가격을 집계하는 'Domian' 사의 올 1분기 주택가격 보
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NSW 주 지방 지역 주택가격이 광역
시드니보다 빠르게 높아졌으며 일부 해안 지역은 무려 50만 달러가 치솟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진은 지난 5년 사이 주택가격이 90% 이상 상승한 야스밸리(Yass Valley)의 
한 주택. 사진 : all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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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칼럼          

여러분의 부동산 컨시어지,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실장 “브렌다”입니다.

 저도 어느 덧 호주 생활 18년차, 부동산 직•간

접 경력 7년차, 나이는 40대 초반이 되어 버렸습

니다.

 작년 한해는 브리즈번 부동산 열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한 해 였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오

늘이 제일 싸다! 불멸의 법칙 이제는 알고 계시죠? 

 한발 앞서서 발로 뛰는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지난 주 멜번을 다녀왔습니다. 

 50만불, 60만불대로 구매 가능한 하우스! 

향후 발전 가능성 까지 고려한 지역! 

우리 동네, 내가 아는 지역 만이 전부가 아니다! 

나와라 우물 안 개구리! 이제는 멜번이다!

 

멜번이 호주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

로 많으신데,  그 이유가 멀까요? 물론 실제로 멜

번이 임시 수도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1.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멜번!

 2017년까지 영국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7년 연속 선정된 유일한 도시입니

다. 

스포츠와 교육, 예술의 도시! 

멜번컵,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포뮬라 원 그랜

드 픽스등의 국제 대회가 열리는 세계적인 도시입

니다. 또한 멜번 대학과 모나쉬 대학은 호주 Top 

10 대학 내에 링크 되어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2.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도!

 2019년 2020년 멜버른 인구 수는 8만명 이상 

추가된 데 반해, 같은 시기 시드니는 5만 7천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간 인구 성장률의 65%는 일과 교육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해외 이주 인구가 이루고 있습니

다.

이로 인해 코비드 락다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

은 부동산 시장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서 지금이 바로 멜번 부동산 구매의 절호의 기회

입니다. 

코비드 상황 전 전문가들은 멜번이 2026년 

-2027년 시드니를 제치고, 호주 최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길어진 락다운으로 그 시

기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멜번은 

그 명성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3. 저렴한 생활비

 멜번과 시드니는 인구와 고용시장이 비슷합니

다. 하지만 생활비에 있어서는 멜번이 시드니 보

다 훨씬 저렴합니다. 시드니와 비교해서 무려 

15% 가까이 저렴한 생활비! 이는 해외 이주민들

이나 젊은 연령층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

니다. 

4. 좋은 위치와 높은 퀄리티, 저렴한 가격의 부

동산!

 아직까지는 멜번 CBD에서 25km - 30km 이

내에 있는 곳에 좋은 투자 옵션의 매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 50만대의 좋은 매물

도 가능합니다. 

5. 강력한 고용 시장 및 인프라!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일자리 

시장이 바로 멜번입니다  

약 350만 명의 강력한 고용 시장을 가지고 있습

니다. 

현재 진행중인  Suburban Rail Loop, Geelong 

Fast Rail, Murray Basin Rail Project, Dandenong 

Corridor과 같은 도시 형성 인프라 프로젝트와 

100대의 새로운 트램 건설은 새로운 일자리를 증

가 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주 노동력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또한 각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이동 거

리를 최소화하여, 보다 더 편리한 생활권을 만들

어 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2017년 - 2018년, 많은 분들

이 부동산을 구매 했을 당시 이자율은  4% 후반대

였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은 최고점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

니다.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 가격은 올라가기 마

련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좋은 부

동산을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메트로 건설로 부동산 수혜를 보셨던 분

들 많으시죠? 여기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14년 동안 1만명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오리온스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시드니 지

역 매물을 비롯하여, 캔버라, 브리즈번, 골드코스

트, 멜번, 퍼스까지 다양한 매물과 중국팀 일본팀

과 연계되어 있는 폭 넓은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당신에게 맞는 부동산 컨시

어즈 “오리온스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266차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부동산 세미나
5월 21일 (토) 10시

5월 25일 (수) 18시 30분

- 채스우드역 도보 3분 거리, 주차 가능

  Suite 905, 10 Help St, CHATSWOOD

   
 [예약] : 

전화 : 0450 590 840 

메일 : brenda@orionstarproperty.com 

카카오톡 : orionstarbrenda

나와라 우물 안 개구리! 이제는 멜번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채널, 페이스북

에서 Orion Star Property를 검색하

시면 호주 최신 부동산 정보와 정부개

발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Brenda / 브렌다 최 실장

“Disclaimer:본 칼럼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정보이며 

본 칼럼 관련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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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면에서 이어받음

이는 시드니에서 지방의 

한적하고 주택가격이 비교

적 저렴한 지역으로 주거지

를 옮기려는 ‘sea-tree 

change’ 바람, 여기에다 

낮은 이자율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한 것으로 풀이된

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계

자들은 팬데믹 상황이 한결 

나아지면서 원격근무를 끝

내고 시드니 도심 지역의 

사무실로 돌아감에 따라 시

드니사이더(Sydneysider)

들의 지방 주택수요 완화, 

모기지(mortgage) 이자율 

상승으로 지방 지역 주택시

장 강세가 정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NSW 지방 지역에서 지

난 12개월 사이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시드니 남서부 내륙, 

유명 여행지인 스노위 모나

로 ( S n o w y  M o n a r o 

Regional) 카운슬 지역으

로, 1년 사이 중간 주택가

격은 63% 오른 66만 달러

까지 높아졌다.

스노위 모나로에 이어 시

드니 남부 키아마(Kiama), 

중북부 리스모어(Lismore), 

북부 해안의 바이런 지방정

부 구역(Byron local 

government area)도 4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

다. 이로써 키아마와 바이

런의 주택은 각 50만 달러, 

55만 달러가 올라 현재 중

간 가격은 각 160만 달러, 

180만 달러가 됐다. 이는 

광역시드니(중간 가격 159

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이

다.

특히 올해 3월 분기(1~3

월) 시드니 주택가격이 

0.2% 성장이라는 미미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지방 

지역은 2.8%가 오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3월까지 지

난 12개월의 상승률을 보

면 시드니가 21%인 반면 

지방 지역은 28%의성장폭

을 보였다.

‘도메인’ 사의 통계분

석 책임연구원인 니콜라 파

월(Nicola Powell) 박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tree-sea changers 또는 휴

양지 주택을 구입해 두려는 

이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가격이 높아지고, 이로써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현지인들

이 높은 임대비용을 감당하

지 못해 밀려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지속적이지 않

으며, 특히 시드니에서 지

방으로 이주하는 이들의 자

금과 경쟁할 수 없기에 지

방 거주자들은 주택가격으

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

다”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파월 박사는 

“이제 점점 더 많은 도시 

근무자들이 사무실로 복귀

함에 따라 일부 지방 지역

에서는 수요가 완화되고 가

격상승 속도 또한 주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 

지역 중심 도시는 여전히 

예비 구매자들의 주목을 받

으면서 높은 가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

다.

이에 따라 지방 지역 이

주를 고려하는 경우 “각 

지역의 주택공급, 주거지로

써의 토지 활용을 살펴보고 

또 지방 정부가 새로운 주

택공급 적절성을 어떻게 다

루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조언했다.

‘Barrenjoey Capital 

Partners’ 사의 수석 경제

학자 조 마스터스(Jo 

Masters) 연구원은 “도시 

거주민의 지방 지역 이주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

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지방 

주택수요가 크게 높아지기

는 했지만, 이미 이주한 이

들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이내, 다시 도시로 돌아

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

다.

그녀에 따르면 비록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

만 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주(a 

week) 2~3회는 사무실로 

출근해야 한다. 때문에 시

드 니  도 심  지 역 에 서 

100km 또는 수백 킬로미

터 거리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이 시드니를 오가는 것

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

이라는 게 그녀의 말이다.

지난 1년 사이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기록한 스노위 

모나로 지역 기반의 부동산 

중 개 회 사  ‘ H e n l e y 

Property’의 마이클 헨리

(Michael Henley) 대표는 

이 지역 가격 상승이 tree 

changers 또는 휴양지에 두 

번째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

들의 수요에 힘입은 것이었

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임대료가 급등했

으며, 거대 규모의 수력발

전 계획인 ‘Snowy 2.0’ 

프로젝트에 따라 이 지역 

주택에 투자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헨리 대표는 “하지만 최

근 몇 개월 사이 상당한 변

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매물로 나오는 주택을 서

로 구입하려는 경쟁은 크게 

줄었고, 구매자들도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B1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스노위 모나로(Snowy Monaro) 카운슬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NSW 전역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Snowy Monaro Regional의 콜린턴(Colinton)에서 매물로 나온 한 농장 주택. 사진 : Black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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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면에서 이어받음

스모위 모나로 지역의 주택가격

은 NSW 북부 해안의 바이런, 유로

보달라(Eurobodalla), 야스밸리 지

역(Yass Valley region)들처럼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베가

밸리(Bega Valley), 리스모어

(Lismore), 오렌지(Orange), 카아

마, 벌리나(Ballina)의 주택가격도 5

년 사이 90%가 상승했다.

키아마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First  Nat ional Coast  & 

Country’의 오웬 테일러(Owen 

Taylor) 판매 에이전트는 “키아마

의 ‘미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끝

났다”고 말했다. “주택거래는 여

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가격 열기는 사라졌고 다른 지역에

서의 구매자와 현지 구매자 비율도 

같아졌다”는 설명이다.

테일러 에이전트는 이어 “매물 

하나에 40~50명이 구매경쟁을 벌

이던 현상은 이제 보이지 않으며, 

지금은 10~15명 정도의 예비 구매

자가 인스펙션을 하는가 하면 경매

에서도 입찰자는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 ‘regional NSW’의 각 지역 
중간 주택가격
(Council area : 2022년 3월 / 2021

년 3월 / 2017년 3월 / 연간 상승률 / 
지난 5년간 상승률)

-Snowy Monaro Regional : 
$660,000 / $405,000 / $300,000 / 
63.0% / 120.0%

- K i a m a  :  $ 1 , 6 0 0 , 0 0 0  / 
$1,100,000 / $824,500 / 45.5% / 
94.1%

-Lismore : $685,000 / $475,000 
/ $347,500 / 44.2% / 97.1%

- B y r o n  :  $ 1 , 8 0 0 , 0 0 0  / 
$1,250,000 / $850,000 / 44.0% / 
111.8%

-Murray River : $656,000 / 
$461,500 / $345,000 / 42.1% / 
90.1%

-Cessnock :  $600,000 / 
$425,000 / $340,000 / 41.2% / 
76.5%

-Wingecarribee : $1,250,000 / 

$917,000 / $780,000 / 36.3% / 
60.3%

-Bega Valley : $849,500 / 
$625,000 / $425,000 / 35.9% / 
99.9%

-Bel l ingen :  $889,500 / 
$655,000 / $475,000 / 35.8% / 
87.3%

-Port Macquarie-Hastings : 
$811,000 / $600,000 / $495,000 / 
35.2% / 63.8%

-Mid-Western Regional  : 
$655,000 / $486,750 / $362,250 / 
34.6% / 80.8%

-Eurobodalla : $852,500 / 
$635,000 / $420,000 / 34.3% / 
103.0%

-Lithgow : $470,000 / $350,000 
/ $300,000 / 34.3% / 56.7%

-Ballina : $1,050,000 / $782,500 
/ $545,000  / 34.2% / 92.7%

-Parkes : $416,500 / $312,000 / 
$273,000 / 33.5% / 52.6%

-Leeton : $359,000 / $270,000 / 
$239,000 / 33.0%  / 50.2%

- G o u l b u r n  M u l w a r e e z  : 
$622,500 / $469,000 / $403,500 / 
32.7% / 54.3%

-Bathurst Regional : $632,500 / 
$480,000 / $410,000 / 31.8% / 
54.3%

-Shoalhaven : $880,000 / 
$670,000 / $510,000 / 31.3% / 
72.5%

Source: Domain 2022 Q1 House 
Price Repor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의 대표적 휴양 도시인 바이런 베이(Byron Bay)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곳으로, 지금은 광역시드니보다 높은 중간 가격(180만 달러)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바이런 베이의 한 해안 주택가. 사진 : 
Linkedin / Byron Bay Property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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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인상됨으로

써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

성이 커진 가운데 이달 둘

째 주말(14일) 시드니 경매

는 이를 반영하듯 다소 낮

아진 낙찰률을 보였다. 하

지만 거래된 주택의 낙찰가

는 잠정가격을 웃도는 강세

를 보였다.

지난 주말 시드니 경매 

시장에는 총 790채의 매물

이 등록됐으며, 이중 165채

는 경매가 철회됐다. 이날 

저녁 부동산 정보회사 ‘도

메인’(Domain)이 집계한 

543채의 낙찰률은 57.3%

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이

달 첫 주에 이어 2주 연속 

60% 이하의 거래 비율을 

보인 것이다.

이날 이스트라이드(East 

Ryde)의 한 주택은 잠정가

격을 크게 웃도는 금액에 

낙찰이 이루어져 주목을 끌

었다. 핀치 애비뉴(Finch 

Avenue) 상에 자리한 4개 

침실의 이 주택에는 4명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했으며, 

200만 달러에서 경매가 시

작됐다. 이들 중 2명이 10

만 달러씩 입찰가를 제시하

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랐으

며, 잠정가격(240만 달러)

보다 14만 달러 높은 254

만 달러에 거래되기까지 오

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주택을 낙찰받은 기 

치료사(reiki practitioner) 

카미유 덩크릿(Camille 

Ducret)씨는 시드니 주택

시장이 구매자에게 유리하

게 변한 후 구매할 주택을 

찾기 시작해 3주 만에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고 말

했다.

현재 기 치료사로 일하고 

있지만 이전에 은행에서 근

무했던 그녀는 주택 구입을 

위해 치밀하게 보증금을 저

축해왔다고 털어놓았다.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 회

사 ‘CobdenHayson 

Lane Cove’의 조지 지알

루리스(George Gialouris) 

에이전트는 이 주택에 대해 

“2개월 전만 해도 270만 

달러에 매매될 수 있는 부

동 산 이 었 지 만  벤 더

(vendor)는 보다 현실적인 

잠정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에

서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

다”며 “주택시장이 위축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름

에 따라 더 둔화될 가능성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주택은 지난 1987년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으며, 

당시 매매가는 19만5,000

달러로 알려졌다. 이후 가

격은 약 13배가 오른 셈이

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

면 현재 라이드(Ryde) 지역

의 주택 중간가격은 올해 3

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30.3%가 올라 215만 달러

에 이른다.

콩코드의 킹스턴 애비뉴

( K i n g s t o n  A v e n u e , 

Concord) 상에 자리한 주

택에는 보다 큰 주택을 원

하는 예비 구매자 2명이 입

찰했다. 390만 달러의 잠정

가격이 책정된 이 주택은 

340만 달러에서 입찰이 시

작됐으며 불과 10차례의 

입찰가 제시 끝에 380만 

달러에서 낙찰이 결정됐다.

경매를 맡은 ‘Cooley 

Auctions’의 마이클 가로

폴로(Michael Garofolo) 

경매사는 벤더가 현재의 부

동산 시장을 잘 파악한 사

람으로, 이날 낙찰가에 대

해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로폴로 경매사는 

“12개월 전과 같은 시장

의 정점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전례없는 

시장 성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낙찰가격은 상당히 좋

은 거래 결과”라고 덧붙였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은 

지난 1998년 39만 달러에 

거래된 바 있으며, 이후 거

의 10배가 오른 금액에 판

매된 것이다. ‘도메인’ 

자료를 보면 현재 콩코드의 

중간 주택가격은 271만

5,000달러이다. 이는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25.7%가 상승한 수치이다.

시드니 북부 노던비치 지

역(Northern Beaches 

reg ion )의 프레시워터

(Freshwater)에서는 첫 주

택구입자가 윈도라 애비뉴

(Wyndora Avenue) 상의 2

개 침실 아파트를 낙찰받았

다.

4명의 등록인 가운데 2명

이 입찰에 응한 이날 경매

는 125만 달러에서 경매가 

시작됐으며 곧이어 133만 

달러에서 낙찰이 결정됐다.

이 아파트는 소유자가 사

망하면서 매물로 나온 것으

로 ,  매 매 를  진 행 한 

‘Cunninghams Real 

Estate’ 사의 마이클 갈레

티(Michelle Galletti) 에이

전트는 “지난해 같은 시기

에 매물로 나왔다면 150만 

달러 이상 가격에 거래됐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재 상황을 감안할 때 좋은 

거래 결과이며 다만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매가 상승에) 걸림돌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녀는 “록업 가라

지가 있고 해변과 아주 가

까운 몇 가지 차별화 요소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도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파트

는 지난 2002년 마지막으

로 거래되었으며, 당시 매

매가는 42만5,000달러였

다. 20년 사이 3배가 오른 

것이다. 현재 프레시워터의 

유닛 중간 가격은 112만 

달러이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19.1%가 높아진 것이

다.

허스트빌(Hurstville)에서

는 10명의 예비구매자가 

최근 완공된 6개 침실 신축 

주택을 구매하고자 입찰했

다. 이 주택의 잠정가격은 

350만 달러로 책정되었으

며, 280만 달러에 시작된 

경매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353만5,000달러에 낙찰이 

이루어졌다.

이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 

전 주거지는 지난 2013년 

89만 달러에 거래된 바 있

다. 이후 새로 건축하여 4

배 높은 금액에 매매한 것

이다. 허스트빌의 현 중간 

주택가격은 175만1,500달

러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20.8%가 상승한 것이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주말 경매-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속, 높은 낙찰가격 이어져
거래 비율은 다소 하락... ‘도메인’ 집계, 790채 매물-잠정 낙찰률 57.3%

이달 둘째 주말(14일) 시드니 경매는 이전과 유사한 수의 매물(790채)이 등록된 가운데 낙찰률
은 60%에 미치지 못했다. 사진은 이날 경매가 진행된 이스트라이드, 핀치 애비뉴(Finch 
Avenue, East Ryde)에 있는 주택. 사진 : CobdenHayson Lane Cove

이스트라이드 소재 4개 침실 주택은 이날 경매에서 254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는 잠정가격에
서 14만 달러 오른 금액이다. 사진 : CobdenHayson Lane Cove

콩코드(Kingston Avenue, Concord)에서 나온 매물 중 하나인 이 주택은 불과 10차례의 입찰
가 제시 끝에 380만 달러에 낙찰됐다. 사진 : Raine&Horne

시드니 북부, 프레시워터(Wyndora Avenue, Freshwater)에 있는 2개 침실 아파트. 낙찰가격
은 133만 달러였다. 사진 : Cunninghams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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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임금’ 문제는 

가장 치열한 정당별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인

상이 업체를 파산케 하고 

소비자 물가를 치솟게 만들 

것이라는 반박 속에서 추가 

근무시 얼마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호주 상공회

의소(Australian Chamber 

o f  Comme r c e  a nd 

Industry. ACCI)는 최저임

금 인상과 함께 호주 근로

자들의 임금 인상을 3%로 

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ACCI의 앤드류 맥켈러

(Andrew McKellar) 최고경

영자는 최근 ABC 방송 전

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호주의 각 기업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이들은 지난 2년간 근로

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런 반면 노동자들의 이

익을 대변하는 호주 노동조

합 협 의 회 ( A u s t r a l i a 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230만 명에 이르

는 근로자들에 대해 5.5%

의 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

임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ACTU의 샐리 맥마너스

(Sally McManus) 사무총장

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들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아니라 ‘매우 잘’ 회복되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더욱 큰 위험은 최저 임금

을 받는 4명 중 한 명의 실

질임금이 후퇴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6월)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7월 1일부

터 근로자들이 현 급여에서 

얼마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지를 결정하게 된다.

임금 부문, 

정부가 개입해야 하나?

최근의 ‘정치적’ 논란

은 연방정부가 특정 임금인

상을 요구하는 제안을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

스(Anthony Albanese) 대

표는 현재 5.1%에 이르는 

물가상승과 최소한 일치해

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비

난을 받아왔다.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재정부 장관

은 “연방정부나 야당은 연

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수

치를 제시한 적이 없지만, 

이번 연방 선거를 앞두고 

알바니스 대표는 그렇게 했

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사 문제 및 임

금 부분 등을 연구하는 시

드니대학교 ‘Workplace 

Research Centre’의 존 

뷰캐넌(John Buchanan) 

교수는 “엄밀히 말해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

다. 

그는 ABC 방송 ‘News 

Channel’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년 

넘는 호주의 임금 정책을 

돌이켜보면, 연방정부는 일

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임금인상 규모에 대해 명확

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

명했다.

ACCI의 맥켈러 CEO도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며 “정

부는 모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많은 

분석가와 뛰어난 경제학자

들을 자문관으로 두고 있

다”며 “정부가 이들로부

터 받은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견해를 표하는 것은 전적으

로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가 공정거래위

원회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건 아니건 결국 임금인상 

여부나 상승 비율 등은 이 

위원회에서 최정 결정을 내

리게 된다. 

현재 방문 연구원으로 호

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조지워싱

턴 대 학 교 ( G e o r g e 

Washington University) 소

속의 경제학자 스티븐 해밀

턴(Steven Hamilton) 박사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어려운 결정에 대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ABC 방송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치판

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

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

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는 생각”이라고 말

했다.

▶B1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최저임금’ 논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악화-이자율 상승 초래할까?
노조 측의 5.5% 실질임금 인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동의,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
인플레이션 상황, 일시적인지 살펴야... “단기적 임금 상승, 조심스러울 필요 있다”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노동당에 의해 제안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CTU)는 5.5% 인상을 제시하는 반면 호주 상공회의소(ACCI)는 3%를 제안한 상황이다. 사진 : Unsplash / Pema 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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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면에서 이어받음

뷰캐넌 교수도 “이는(정

부 개입은) 최저임금이나 

상을 받는 이들에게만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

회의 기대치를 보다 폭넓

게 충족시키는 결정적 판

단”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공동체 규범이라는 개념

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이 규범을 설정할 때 노

동조합 및 고용주의 주장

에 신중하게 귀 기울이지

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게

임의 핵심 주체로 간주된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핵심 판단

을 형성할 주요 경제문제

와 가치는 무엇일까.

Cost of living?

독립 공공정책 싱크탱크

인 ‘The  Aus t r a l i a 

Institute’의 ‘Centre for 

Future Work’ 팀 선임 경

제학자인 앨리슨 페닝턴

(Alison Pennington) 연구

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임

금 근로자는 사실상 임금

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닝턴 연구원

은 “ACTU가 제안한 

5.5% 인상은 COVID 팬데

믹 및 인플레이션 쇼크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합리적

이라 본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또한 그녀는 “현재 호주

보다 약간 높은 물가상승

을 경험하고 있는 뉴질랜

드는 최근 6%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

호주의 경우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실질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닝턴 연구원과 달리 해

밀턴 박사는 약간 다른 관

점으로, “4%에서 4.5% 

상승이 올해 임금인상에서 

바람직한 중간 단계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적

어도 몇 년 간은 약속되어

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최저임금과 함께 현

재  소 비 자  물 가 지 수

(Consumer Price Index) 

이상의 보상으로 230만 호

주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생

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해밀턴 박사는 본인

의 의견을 전제로 “더 합

리적인 변화는, 다음 2년간 

물가상승 이상의 인상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으

로 “이는 어떤 의미에서

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실

질임금 상승이 없을 경우 

더 많은 노동자 파업이 이

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

송노동자, 교사, 간호사, 고

령자 간병시설 근로자들은 

최근 임금인상 및 보다 나

은 근무여건을 위해 파업

에 돌입한 바 있다.

임금물가의 순환 상승과 

기준금리인상

ACCI의 맥켈러 CEO는 

인플레이션 악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있어 

임금인상은 필요하고 마땅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경제학자들과 마찬가

지로 높은 임금인상이 임

금이나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wage price spiral)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

고 있다. 이는 일종의 피드

백 루프(feedback loop)로, 

임금인상이 사업비용을 높

이게 되고 소비자 물가 상

승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

다.

▶B1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독립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The Australia Institute’의 ‘Centre for Future Work’ 팀 선임 경제학자인 앨리슨 페닝턴(Alison 
Pennington. 사진) 연구원. 그녀는 인플레이션 이하의 임금인상은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The Australia Institute가 
업로드한 유투브 동영상 캡쳐.

호주의 임금인상 비율은 지난 10여년 사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이는 노동자 권리 침해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 : Pixabay / magne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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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면에서 이어받음

해밀턴 박사는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일찍 인상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우리는 그 임금 물

가의 순환 상승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 금리

(equilibrium interest rate)

를 알지 못하기에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그

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

기준금리가 높아짐으로써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

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

기 위해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짐으로써 경제가 위축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반면 해밀턴 박사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물가상

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

켜 경기침체를 촉발할 위험

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결국 임금인상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모두 위

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entre for 

Future Work’의 페닝턴 

연구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가 실질임금 인상을 받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

지 않았다. 그녀는 “실질

임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2%가 하락했으며 이는 호

주를 2014년 수준으로 되

돌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닝턴 연구원

은 1970년대 제도를 기반

으로 임금 물가의 순환 상

승(wage price spiral)을 주

장하는 공포 캠페인이 있었

음을 언급하면서 “임금상

승이 발생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과 임

금인상을 위한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 노동자들은

정당한 몫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호주 노동

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를 받고 있는 것일까? 시드

니대학교 뷰캐넌 교수는 물

론 페닝턴 연구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운

영주가 급여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뷰캐넌 교수는 “현재 호

주의 평균 근로자들은 30

년 전과 같은 노력으로 

50% 더 많은 것을 생산하

고 있다”고 말했다. 페닝

턴 연구원도 “국내총생산

(GDP)에서 이익이 차지하

는 비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강

조하면서 “인건비 증가가 

반드시 더 높은 가격을 의

미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 ,  이 들 은  그  변 수

(constant)가 회사의 이익

률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밀턴 박사는 “일

반적으로 임금은 경직되어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더라도 임금이 거

의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

홍수 등 여러 상황으로 인

한) 지금의 공급 차질이 인

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고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경우 

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쟁력 

없는 인건비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밀턴 박사는 “이 때문

에 임금인상 체계의 단기적 

충격을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

다”면서 “현재의 공급 충

격이 사라지면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이 너무 높아 고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샐리 맥마너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4명 중 한 명은 실질임금이 후퇴하고 있다며 임금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 Wikipedia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의 평균 근로자들은 30년 전과 같은 노력으로 50%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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