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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노동당이 다시 정부

를 구성하게 됐다. 지난 5

월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알바니스 대표는 이틀 뒤

인 23일(월) 오전 데이빗 

헐리(David John Hurley) 

총독 집무실에서 호주 총

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

행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 알바니스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

고 현재까지 결정된 4명의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알

바니스 총리는 노동당 대

표직에 선출되면서 부대표

를 맡았던 리차드 말스

(Richard Donald Marles) 

의원을 부총리 겸 고용부 

장관으로, 제임스 찰머스

( J a m e s  E d w a r d 

Chalmers) 의원을 재무 장

관으로, 연방의회 21년 경

력의 페이 웡(Penelope 

Ying-Yen Wong) 상원의

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

명했으며, 케이티 갤러허

(Katy Gallagher) 의원에

게는 재정 및 법무부를 맡

겼다.

이후 알바니스 총리는 

웡 외교부 장관과 함께 도

쿄 에 서  열 리 는  쿼 드

(Quad) 회담(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인 호주 미국 

인도 일본의 4개국 안보회

담)을 위해 이날 저녁 일본

으로 향했다.

웡 장관은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임 

첫 주, 첫 행사로 쿼드에 

참석하는 것은 정부 입장

에서 이 파트너십이 우리

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

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며 “또한 우

리는 잃어버린 10년(자

유-국민 연립 집권 시간)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포함

해 새로운 에너지 등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조 바이

든(Joe Biden) 대통령은 

연방선거 다음날인 일요일

(22일) 저녁 늦게(호주시

간) 알바니스 총리에게 전

화로 총선 승리를 축하하

면서 “Quad 회담을 위해 

도쿄를 선택한 것에 감사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알바니스 정부의 

전체 내각은 총리가 쿼드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다음 주쯤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총리 겸 고

용부를 맡은 말스 의원은 

지난 2016년 선거 이후 야

당 내각에서 담당했던 국

방부를 원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총독의 총리 인정,
‘쿼드 회담’ 때문인 듯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것임은 분명한 사

실이다. 하지만 호주 총독

이 알바니스를 총리로 인

정한 23일(월)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당은 과반수 의

석인 76석에 못 미치는 72

석에 머문 상태였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해도 다수당으로, 크로

스벤처의 지원을 얻어 정

부를 구성할 수 있다. 

▶1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앤서니 알바니스, 제31대 호주 총리에... 9년 만에 노동당 정부 구성
23일 총독 집무실서 4명의 내각 지명자와 함께 선서... 곧이어 ‘Quad 회담’ 참석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스 대표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했다. 지난 23일
(월) 알바니스 총리는 현재 확정된 4명의 내각 지명자들과 함께 총독 집무실에서 호주 총리로서 
선서를 했으며(사진), 이날 저녁 곧바로 'Quad 회담' 참석을 위해 도쿄로 향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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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

장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중 하나이다. 전 세계 각국

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국가를 이룬 이민국가로, 

그 성공 배경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적 

정책이 있었다.

그런 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 의회에서 만큼

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백인 위주’(too 

white) 또는 ‘(의회 입성

을 )  시 도 하 지  않 는

다’(out of touch)는 입

장이 정치 통로의 양편에

서 엇갈리기만 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진 가

운데 올해 연방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이 시도한 것

은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물론 이 또한 

한편으로 보면, 표심을 잡

기 위한 선거 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선거가 치러진 후 3일이 

지난 24일(화) 오후 8시 

현재 74%의 집계가 끝난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결

과를 보면 이번 선거를 통

해 구성되는 47대 연방 의

회는 문화-언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치

인을 새롭게 받아들일 것

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대가 바뀌

고 있다는 신호”로 보기

도 한다. 그런 반면 일부 

저명한 정치인을 잃기도 

했다.

아시아계 정치인,
기록적인 수 등장

지난 2016년 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아시아계이다. 

▶1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제47대 연방 의회에 등장한 다양한 얼굴들, ‘정치적 대표성’의 새 전환점 
'Climate 200’ 지원의 무소속 여성 후보 약진 속, 아시아계 하원 진출도 두드러져

이번 선거를 통해 구성될 제47대 연방 의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언어적으로 다양한 신인 정치인이 등장하게 됐다. 사진은 올해 선거를 통해 연
방 의회에 진출한 아시아계 및 원주민 첫 당선자들. 윗줄 왼쪽부터 Jacinta Price, Fatima Payman, Sally Sitou, Cassandra Fernando, Dai Le, 
Sam Lim, Jana Stewart, Marion Scrymgour, Michelle Ananda-Rajah씨. 그래픽 : Emily Cha / The Korea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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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향수와 친해지기 마

련이다.  고향에 대해, 과거에 대

해, 어릴 적, 소싯적, 왕년의 착각

된 추억들의 유혹을 참기 어려울 

수도 있다.  회상, 망향을 못 이겨 

향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으

리라.  그러나 꿈에도 잊지 못할 

정지용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을 본적은 없다.

60의 문턱을 넘은 이들의 대다

수는 살면서 했던 것 보다 하지 못

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더 크지 아닐까 싶다.  지

은 죄보다 놓친 기회를 개탄하며.

향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글이 어려우니 Nostalgia의 반

대말을 찾는 것이 쉬울까? 구글에

서는 그것을 certainty(확실한 것), 

reality(현실), fact(사실), truth(진

실), unsentimental, cynical 들로 

열거한다.

그렇다면 향수의 반대는 법(law)

이 아닐까?

호주에서는 60세 이상의 어른들

과 관련된 문제들과 이슈를 취급

하는 법률분야를 Elder Law 라 칭

한다.   유언장, 상속, Powers of 

Attorney (위임장), Guardianship 

(보호자), Retirement등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은 노년의 삶의 질 과 

재산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을 알아 두는 것이 절대 현명

하다.  그 중에서도 유언장, 위임

장, 가디언을 작성하고 설정해 놓

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유언장을 살아생전 작성해야 함

에는 시비가 없으나 내일 말고 오

늘 작성이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

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들

이 작성해 줄 것이다.  시간이 모

자라 비용이 아까워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없는 것 보다 낫다.  유

서만 아니면 된다.

생 명 보 험 이 나  연 금

(superannuat ion)  계좌에는 

beneficiary(수혜자)를 지명해 놓

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보

험금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이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나의 재산 관리 결정권을 타인에

게 주는 엄청난 권리이양이다.  은

행 계좌는 물론 내 소유 물건, 주

식뿐 아니라 집이나 부동산 처분

도 가능한 대리인을 설정하는 절

차이다.   달랑 2장짜리 서류이나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

Guardianship이란 재정문제가 

아닌 나의 거취/삶에 대한 결정권

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다.  

어디에서 살지, 어떠한 의료치료

를 받아야 할지.  비록 육체 기력

은 쇠퇴했으나 정신력이 뚜렷할 

때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극한 예로 뇌졸중으로 의식을 상

실했거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겨 우  누 군 가  나 를  대 신 해 

Guardianship Tribunal에 대리인/

보호자 임명을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까다롭고 귀

찮은 일이다.  방대한 의료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서 Guardianship 

Tribunal에 수차례 들락날락 후에 

대리인/보호자 임명을 받게 된다.  

나의 Guardian(가디언)은 내게 필

요한 병원입원, 수술, 양로원에 대

한 결정권을 부여받아 나의 노후

를 좌지우지 할것이다. 

노인은 이기적이고 어른은 반대 

라는데 어렴풋한 향수보다 선명하

고 확실한 현실과 사실, 진실을 추

구하는 법에 준수한 계획을 세우

는 것도 어른스러운 일이다.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Nostalgia  v  Law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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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베이 카운슬(City 

of Canada Bay)이 지역 

거주민 가정의 다문화 어

린이를 위해 이중언어

(bilingual) 온라인 스토리

타임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협의회

인 ‘Australian Library 

a n d  I n f o r m a t i o n 

Association’(ALIA)로부

터 2천 달러의 기금을 제

공받아 제작하는 것이다.

캐나다베이 시의 스테파

니 디 파스쿠아(Stephanie 

Di Pasqua) 부시장은 이번 

작업과 관련, “우리 도시

는 문화적으로 풍부한 다

양한 커뮤니티로 영어와 

한국어, 영어와 중국어 및 

이탈리아어로 온라인 스토

리타임(Online Storytime) 

녹음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

다.

시리즈로 제작되는 이번 

작업 중 첫 번째 스토리타

임 비디오는 현재 ‘캐나

다베이 도서관 유투브 채

널’(City of Canada Bay 

L i b r a r i e s  YouTube 

channel)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9월까지 계속 게

시된다.

ALIA의 ‘온라인 스토

리타임’ 보조금은 이 프

로그램 파일럿에 참여하는 

도서관에 제공되어 호주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장

애를 가진 어린이 또는 영

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

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

화적 접근성을 향상시킨

다.

캐나다베이 시는 거주인

구 40% 이상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

하며, 가장 많은 이들이 사

용(영어 외)하는 언어는 중

국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순(2016 Census 자료)이

다. 이중언어 온라인 스토

리타임은 문화적 감수성과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캐나다베이 카

운슬 내 각 공공도서관 서

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문

화-언어적으로 다양한 가

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캐나다베이 시는 지난 

해 4월 ‘온라인 스토리타

임’을 도입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이야기 캡션과 

핵심 단어를 추가하여 보

다 포괄적인 동영상을 제

작해 왔다. 캐나다베이 시

는 “이중언어 스토리타임 

시리즈를 만드는 것은 영

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

로 사용하는 이들 및 다른 

국가 언어를 탐색하려는 

이들의 언어 학습에도 도

움을 준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캐나다베이 카운슬이 이중언어 사용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영어-한국어, 영어-중국어 및 
영어-이탈리아어로 된 ‘온라인 스토리타임’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동영상이 캐나다베이 공공도서관 유투브 채
널에 업로드 되어 9월까지 이를 즐길 수 있
다. 사진 : City of Canada Bay 제공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온라인 스토리타임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화적 접근성을 향
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City of Canada Bay 제공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스토리타임, 이중언어로 즐기세요” 
캐나다베이 카운슬, 동영상 시리즈로 제작해 유투브 채널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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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리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의례적 업무, 

선거 운동이나 기타 다양

한 역할로 총리를 보좌한

다.

앤 서 니  알 바 니 스

(Anthony Albanese) 총리

는 이미 알려져 있듯 이혼 

상태이고, 조디 헤이든

(Jodie Haydon)은 그의 

파트너로 이번 선거 캠페

인의 긴 여정을 함께 했다. 

그리고 노동당의 승리로 

알바니스 대표가 총리 자

리에 오르면서 헤이든 여

사도 이전의 영부인들이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퍼

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이제 대중에게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생활

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 총리 배우자의 역할은= 
호주국립대학교 강사이자 

연구원인 블레어 윌리엄스

(Blair Williams) 박사는 

호주에 있어 총리 배우자

의 매력은 대통령 영부인

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말

했다. 그는 최근 ABC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 경우 ‘퍼스트레이디’

에 매료돼 왔고, 우리(호

주)는 그 일부를 우리의 정

치문화에 적용한 것 같

다”고 설명하면서 “배우

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다

양하다”고 덧붙였다.

알바니스 총리는 줄리아 

길라드(Jul ia Gi l lard. 

2010년 6월-2013년 7월) 

이후 첫 싱글(이혼한 상태

이다) 총리이자 호주 역사

상 두 번째이다.

윌리엄스 박사는 “알바

니스 총리의 파트너인 헤

이든 여사가 자신의 새로

운 역할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

다.

▲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 
둘 것이라는 기대는 요즘 남
녀사이의 현실과 맞지 않는
다’= 지난 4월 헤이든 여사

는 ‘News Corp’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에 대해 

“현재의 경력을 계속 추

구할 것이며 정치적 논평

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

었다.

그녀는 “내 일은 내 하

루의 일과에 집중하고 또 

앤서니가 그의 일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라고 못 박았다.

헤이든 여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윌리엄스 박

사는 “호주에서 총리의 

배우자들에게서는 매우 드

문 일”이라면서 “배우자

가 직장을 그만 둘 것이라

는 기대는 요즘 남녀사이

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새 총리의 파트너 조디 헤이든, 그녀의 행보는 
선거 전까지 따로 거주... 총리 관저에서 함께 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

알바니스 총리는 지난 2000년, 노동당 동료 정치인이었던 카멜 테벗(Carmel Tebbutt. NSW 주 
의원 및 주 부총리을 역임했다)씨와 결혼했고 2019년 이혼했다. 그리고 1년 뒤 조디 헤이든
(Jodie Haydon)을 만나 공식 커플임을 밝혔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 총리 자리에 오른 이후 알바
니스 총리의 파트너인 헤이든 여사의 행보도 주목된다. 사진은 알바니스 대표(당시)와 조디 헤이
든 여사. 사진 : 유투브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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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치러진 호주 총선

에서 노동당이 자유국민연

합의 4연속 집권을 저지하

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물러

나고 미혼모 자녀로 성장

한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

당 대표가 신임 호주 총리

가 됐다. 9년에 가까운 자

유국민연합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바야흐로 노동당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국

민들은 변화를 선택했고 

앨버니지도 선거 승리 연

설에서 ‘변화’를 외쳤

다. 그럼에도 그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어떤 변화

를 추구할 것인지는 뚜렷

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

번 총선만큼 양대 정당 사

이에서 쟁점이나 정책대결

이 부실한 선거도 드물 것

이다. 오랜 집권의 피로감 

때문에 모리슨 총리 혼자

서 뛰다시피 한 자유국민

연합이나 여당에 대한 실

망감의 반대급부 챙기기에 

급급했던 노동당이나 ‘덤

앤 더 머 ’ ( D u m b  & 

Dumber) 게임의 한 당사

자에 불과했다. 

어쩌면 유권자들은 ‘노

동당으로의 변화’가 아니

라 ‘자유국민연합으로부

터의 변화’를 선택한 것

인지도 모른다. 노동당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유국민연합이 더 형편없어

서 주어진 변화요 승리라

는 것이다. 이는 참패한 자

유국민연합뿐 아니라 승리

한 노동당에 대한 1차 지

지표가 지난 총선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유권

자의 표심은 양대 정당 모

두에 대해 실망하고 지지

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움

직인 것이다. 다만 그 폭이 

노동당이 더 작았기에 정

권교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집권당이나 야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과 녹

색 당  등  군 소 정 당

(Crossbench) 하원 당선자

가 15명이 넘는 초유의 결

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

히 맬컴 턴불과 토니 애벗 

전 총리들의 지역구였던 

웬트워스와 와링가는 물론 

조시 프라이든버그 전 재

무장관의 큐용에서 여성 

무소속 후보들이 완승을 

거둔 건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큐용에서 당

선된 모니크 라이언 무소

속 후보는 “정부는 우리

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

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바꾸었다.”라는 말로 환

호를 받았다. 38년간 노동

당의 텃밭이었던 시드니 

님서부의 파울러에서는 베

트남 난민 출신 다이 리 후

보가 ‘낙하산 공천’을 

받은 정치 거물 크리스티

나 키넬리를 꺾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호주의 양당제 의원내각

제에서 자유국민연합과 노

동당은 오직 서로가 서로

에 대해서만 견제가 가능

한 최상위 포식자들이다.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이 

국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

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하원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 결과가 나와

도 어차피 양당 중에 하나

가 내각과 정부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

보들에게 쏠린 이번 총선

의 민심은 이러한 일반론

을 뛰어넘는 정치적 함의

를 담고 있다. 설사 노동당

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

하더라도 이미 양대 정당

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

긴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천문학적 재정적자, 

주거용 부동산 폭등, 우크

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

레이션 등으로 호주 경제

는 이미 총체적 난국 상태

로 빠져들고 있다. 재정지

출이나 기준금리 등 정부

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

단은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이다. 오히려 정부 지

출을 줄이고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처지라 단기

적으로 서민 경제에 고통

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묘

수가 없는 한 정부와 주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과 불만은 점점 커질 수밖

에 없다. 민심은 불가피하

게 정부를 구성해야만 하

는 양대 정당으로부터 멀

어지고 그 벌어진 틈은 무

소속과 군소정당이 채우게 

될 것이다. 그저 반짝 당선

이 아니라 이들이 연이어 

재선, 3선하는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속출할 가능성

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은 각자 

나름의 가치와 명분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 성장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양당제 하에서 

독자 과반을 확보하는 주

요 정당이 약화되면 중간 

지대에 다양한 세력이 난

립해 극심한 정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념이나 카리스

마가 아니라 대화와 유연

한 협상력이 절실하게 요

구된다. 바야흐로 토니 애

벗 같은 강골 정치인이 아

니라 앤서니 앨버니지 같

은 협상가가 더욱 각광받

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양당제 하에서 독자 과반을 

확보하는 주요 정당이 약화되

면 중간 지대에 다양한 세력

이 난립해 극심한 정치 불안

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신념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대화와 유연한 협상력

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묘수 없는 시대의 정치 

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 20

정동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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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캔버라 정계에서는 헐리 

총독 입장에서 알바니스가 

어떤 형태로든 총리로서 

호주를 통치할 수 있고 안

정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

으며, 이런 점에서 이날 알

바니스 대표에게 총리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았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도쿄

에서 쿼드 회담이 예정되

어 있어 총리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을 것이라

는 진단이다.

■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는
미혼모의 아들로 어린 시

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란 알바니스는 정치인으

로 총리 자리에 오르겠다

는 오랜 꿈을 실현한 인물

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

했지만 그는 정치에서 경

력을 이어갈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일찌감치 노동당

에 입당해 활동했던 그는 

자유당 존 하워드(John 

Howard)가 노동당을 끌어

내고 집권 여당의 총리가 

된 1996년 총선을 기해 연

방 의회에 입성했으며 26

년간을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노동당에 대한 그의 애정

은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

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

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노동당, 가톨릭, 사우스 시

드 니  래 빗 토 ( S o u t h 

Sydney Rabbitohs. 호주 

럭비리그 팀)의 세 가지 큰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곤 했다.

‘알바니스’와 ‘레이

버’(Labor)를 합성, ‘알

보’(Albo)라는 애칭을 사

용해 온 그는 연방 노동당 

의원으로 정치 최일선에서 

26년을 보냈지만 그가 의

원으로 있던 시기의 대부

분, 노동당이 집권한 것은 

6년에 불과했고, 이 기간

에 그는 사회기반부 장관

을 역임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정부 내각 경력은 많

지 않은 셈으로, 일각에서 

그의 정부 운영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이해

되기도 한다. 다만 케빈 러

드의 두 번째 짧은 임기 동

안 부총리를 지냈다는 것

이 그로서는 소중한 시간

일 터이다..

케빈 러드를 도와 부총리

로 재직하면서 치룬 2013

년 총선에서 패한 뒤 러드 

대표가 은퇴하자 알바니스

는 노동당 대표직에 도전

했 으 나  빌  쇼 튼 ( B i l l 

Shorten)에게 패해 2인자

로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2019년 총선에서 쇼튼이 

패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당내 경선 없이 의원들

의 추대로 노동당 대표직

을 맡았다.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자

세를 낮추었다. 그리고 총

선이 임박해지면 ‘바람몰

이’(kicking with the 

wind)를 할 것이라 주장했

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그의 지도력에 의심을 가

진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

으며, 올해 선거에서도 노

동당이 패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즈음 COVID-19 전

염병 사태가 발생했고, 자

유-국민 연립의 백신 출시

가 늦어지자 알바니스 대

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정

치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델타’(Delta) 

변이 파동 이후 빠른 항원

검사 키트의 가용성 문제

가 불거졌고, 이를 질타하

는 노동당의 목소리는 더

욱 힘을 받았다.

여기에다 높은 실업률, 

치솟은 생활비 부담, 실질

임금 하락을 끄집어냄으로

써 ‘경제운용 능력’을 

앞세운 자유당의 공략을 

무색하게 만들며 지지층을 

넓혀갔다.

올해 선거 날짜가 결정된 

이후 각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을 보면 노동당의 승

리가 은연중 드러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알바니스 대표는 

한 연설에서 “우리 집은 

항상 돈이 부족했다. 그래

서 어머니는 나에게 1달러

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출을 생

각할 때 나는 늘 조심스럽

다”고 말했다.

이번 연방 선거를 앞두고

는  자 신 의  페 이 스 북

(Facebook)을 통해 지지

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

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개개인으로 하

여금 각자의 잠재력을 일

깨우도록 돕는 정부의 힘

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

이 내가 총리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정부의 힘을 

활용하여 당신을 돕고 싶

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스 총리는 지난 

2000년, 그가 거주하는 매

릭빌(Marrickville) 지역구 

NSW 노동당 의원 및 후에 

NSW 노동당 정부에서 주 

부총리를 역임한 카멜 테

벗(Carmel Tebbutt)씨와 

결혼했다. 알바니스 의원

의 연방 지역구인 그레인

들러 선거구(Division of 

Grayndler)는 매릭빌이 포

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

동당에서는 이들 부부를 

‘매릭빌의 왕과 왕비’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19년 이혼했으며, 둘 사

이 에 는  아 들 ( N a t h a n 

Albanese) 하나가 있다. 

이혼 후 알바니스는 멜번

(Melbourne)의 한 만찬장

에서 조디 헤이든(Jodie 

Haydon)씨를 만났으며 올

해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한 매거진을 통해 공식 커

플임을 밝혔다.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헤이든씨는 알

바니스의 선거 캠페인 과

정을 함께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어린 시절 노동당에 입당,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키워온 알바니스 총리는 연방 의회 입성 23년 
만에 노동당 대표직에 올랐으며 3년 후인 올해 선거에서 자유-국민 연립을 크게 물리치고 거의 
10년 만에 노동당 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사진은 선거 다음날인 22일(일), 노동당 승리가 확정
된 후 각 미디어의 질문을 받고 있는 알바니스 대표.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3년 전, 노동당 대표직에 오른 후 가능한 저자세를 유지하며 기회를 보던 알바니스 대표는 "선
거가 시작되면 바람몰이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그는 전염병 사태
에 대한 집권 여당의 실책,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을 이용해 '정권교체' 바람을 일으켰다. 사진
은 노동당의 승리가 확정된 후 조디 헤이든(Jodie Haydon. 왼쪽), 아들 네이선 알바니스
(Nathan Albanese)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알바니스 대표. 사진 : The Guardian 
뉴스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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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 이어받음

이 중 2.8%는 인도계 호

주인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연방 선거에서 아

시아계 후보자는 단 3명만

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올해 선거에서 24일(화) 

오후 8시까지의 개표 결과

를 보면, 다문화 신진 정치

인으로 다이 레(Dai Trang 

Le. Division of Fowler), 

미 셸  아 난 다 - 라 자

(Michelle Ananda-Raja. 

Higgins), 샐리 시토우

(Sally Sitou. Reid), 샘 림

(Sam Lim, Tagney), 카산

드라 페르난도(Cassandra 

Fernando. Holt), 자네타 

마 스 카 레 나 스 ( Z a n e t a 

Mascarenhas. Swan) 후보

가 새로이 하원의회 입성

에 성공했다. 반면 이미 활

동을 하던 홍콩 출신의 자

유당 의원이었던 글래디스 

리우(Gladys Liu)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낙마했다.

페르난도씨는 스리랑카

에서 태어나 11살 되던 해 

부 모 를  따 라  멜 번

(Melbourne)에 정착했다. 

항공기 승무원으로 일했던 

마스카레나스씨는 서부호

주(Western Australia) 내

륙의 금광도시 칼굴리

(Kalgoorlie)에서 태어난 

인도계 호주인이다. 그녀

의 부모는 인도 고아(Goa)

에서 호주로 건너와 칼굴

리에 정착했다.

또 다이 레씨는 어린 나

이(그녀는 1968년생이다)

에 가족을 따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베트남을 탈출, 

노동당의 전통적 ‘안전 

지역구’, 말 그대로 노동

당의 안방인 시드니 남서

부 파울러(Fowler) 선거구

에서 자랐으며, 이번 선거

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노동당 거물급 인사인 크

리스티나 케닐리(Kristina 

Keneally) 후보를 꺾고 이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다.

그녀는 당선이 확정된 

후 지난 23일(월),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더 많은 원주민,

의회에 합류해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의 노동당 정부

는 ‘울룰루 성명’(Uluru 

Statement. 호주의 첫 거

주민인 원주민이 의회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영

구적 대표 포럼이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

어야 한다는 요구)과 의회

에서의 원주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의회에

서 호주 원주민은 거의 대

표되지 못했다. 의회 입성

이 없었던 것이다. 2019년 

선거를 통해 의회에 나온 

원주민은 전체 의원 중 6

명에 불과했다.

올해 선거에서 서부호주

(WA)  해슬럭 선거구

(Division of Hasluck) 의

원이었던 켄 와야트(Ken 

Wyatt) 의원이 노동당의 

타 냐  로 렌 스 ( T a n i a 

Lawrence) 후보에게 패했

지만 다른 새 원주민 후보 

자 나  스 튜 워 트 ( J a n a 

S t e w a r t .  V i c t o r i a 

Senate), 자신타 프라이스

(Jac in ta  P r i ce .  NT 

Senate), 마리온 스크림고

어(Marion Scrymgour. 

Division of Lingiari), 고

든 리드(Gordon Reid. 

Division of Robertson)씨

는 각각의 도전에서 성공

을 거두었다.

이중 스크림고어씨는 이

번 연방 입성 전, 노던 테

러 토 리 ( N o t h e r n 

Territory) 주 의회의 최초 

원주민 의원으로 기록된 

여성 정치인이다.

 

12명 이상의 여성,

첫 의회 입성

올해 연방선거에서 나타

난 하나의 두드러진 점은 

‘Climate 200’의 후원

을 받은 ‘청록색 무소속 

후 보 들 ’ ( t e a l 

independents)의 등장이

었다. ‘Climate 200’은 

이번 선거를 기해 ‘기후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효

율적으로 감소시키며 기후

변화를 제한하려는 의지를 

가진 선거 후보자에게 선

거운동 기금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등장한 자발적 민

간 기부 그룹이다. 이들은 

기후 문제뿐 아니라 성 평

등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내세워 특히 여성 유권자

들을 파고들었다.

청록색 후보들의 약진으

로 14명의 새 여성 의원이 

연방 의회에 합류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전 의회에

서 여성은 상원에서 32명, 

하원에서 40명(3분의 1이 

안 된다)에 불과했다. 

빅토리아(Victoria) 주 

쿠용 선거구(Division of 

Kooyong)에서 이전 연립 

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에 도전해 그

를 밀어냄으로써 자유당에 

큰 타격을 입힌 소아신경 

전문의 모니크 라이언

(Monique Ryan) 박사는 

지난 23일(월) ABC 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선거에서의 여성의 부상은 

정부가 여성에 공을 들인 

결과”라면서 “호주 국민

들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만들었

고, 50세 이상 여성 노숙

자 증가를 방치했으며 지

난 9년 사이(연립당 집권 

시기) 성별 임금이 벌어지

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은 정부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 특히 여

성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

출되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남서부 지역 출신 후보를 내세우지 않은 노동당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해 노동당 거
물 크리스티나 케닐리(Kristina Keneally) 의원을 꺾어 굴욕을 선사한 무소속 후보 다이 레(Dai 
Le)씨.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베트남을 탈출, 가족과 함께 호주에 정착했다. 
이번 선거 직전, 그녀는 페어필드 카운슬(Fairfield Council) 부시장으로 재임했었다. 사진 : 
Twitter / dai_le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선거에서 인기 정치인 켄 와야트(Ken Wyatt)를 잃었지만 다른 새 원주민 여성들이 다수 상-하원에 진출했다. 사진은 
상원의회에 입성하게 된 노동당 자나 스튜워트(Jana Stewart)씨. 사진 : IndigenousX

빅토리아(Victoria) 주 쿠용 선거구(Division of Kooyong)에서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에 도전해 그를 밀어냄으로써 자유당에 큰 타격을 입힌 소아신경 전문의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 사진) 박사. 그녀는 “이번 선거에서의 다수 여성 후보의 부상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던 이전 정부에 대한 질타”라고 말했다. 사진 : joy.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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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방 선거는 노동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올해 선거에서 가장 두

드러진 점은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과 ‘자유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여

성 유권자’들로 요약될 듯하다.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인 5월 23일(월) 오전 현재, 전국적으로 71.1%의 

집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노동당은 72석으로 정권을 차지했으며, 자유-국

민 연립 52석, 기타 정당(무소속 포함)이 15석을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까

지의 주요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 Winner

▲ Anthony Albanese

올해 총선의 최대 승자는 노동당을 승리로 이끈 앤서니 알바니스 대표이

다. 연방 의원으로 26년을 보낸 베테랑이지만 그가 정부 요직에서 보낸 시

간은 단 6년에 불과하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노동당 승리로 끝난 올해 연방선거, 
Who are the winners and losers?

거물 정치인 밀어낸 ‘청록색’ 무소속 후보들... 녹색당, 역대 최고의 선거 결과 얻어내
서부호주(WA)의 자유당 ‘안전 의석’ 줄줄이 붕괴, ‘자유당 온건파’ 입지도 크게 줄어  

올해 연방선거의 최대 승자는 당연히 9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가 아닐 수 없다. 선거 이틀 뒤인 5월 23일, 제이빗 헐리(David John Hurley) 호주 총독(Governor-
General of Australia)으로부터 총리로 인정받음으로써 알바니스 대표는 제31대 호주 총리가 됐다. 사진은 노동당의 승리가 확정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알바니스 대표(사진 가운데). 사진 : The Guardian 뉴스 동영
상 캡쳐

앤서니 알바니스, 제31대 호주 총리에... 
9년 만에 노동당 정부 구성 ·· A3면

제47대 연방 의회에 등장한 다양한 얼굴
들, ‘정치적 대표성’의 새 전환점 …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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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에서 이어받음

지난 선거(2019년)에서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

당 대표를 도와 정권창출을 

꾀했으나 패한 그는 노동당 

의원들의 추대로 새 대표가 

되어 그야말로 정치적 광야

에서 당을 결속시켰고, 3년 

후인 올해 선거에서 마침내 

자유-국민 연립을 누르고 

러드(Kevin Rudd) 정부 이

후 9년 만에 다시 노동당 정

부를 구성하게 됐다.

미혼모인 어머니와 정부

주택에서 가난을 체험하며 

성장한 알바니스 대표는 미

래의 지도자 세대들, 즉 호

주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스 대표는 선거 캠

페인 동안 기후변화 대처, 

정체된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원주민 인정, 메

디케어 강화 등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으로 

표심을 공략했다.

▲ 무소속 후보들

‘Teal independents’... 

선거홍보 자료에서 청록색

(teal)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 같은 이름이 붙은 무소

속 후보들은 주요 정당의 

무게감 있는 후보들과 당당

히 맞섰으며 이들을 제압하

고 의석을 차지했다. 이들

의 약진에 자유당은 큰 타

격을 받았으며 노동당 또한 

‘청록색’을 사용하지 않

은(청록색은 이번 선거에서 

등장한 ‘Climate 200’ 

기금의 지원을 받은 후보들

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무소속 후보 다이 트랑 레

(Dai Trang Le) 후보에게 

당의 주요 인사인 크리스티

나  케 넬 리 ( K r i s t i n a 

Keneally) 의원이 패하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 녹색당

하원과 상원에서의 대표

성을 기록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최고의 선거 결과를 

얻 었 다 .  녹 색 당 ( T h e 

Greens)은 퀸즐랜드 주의 

라이언과 그리피스 선거구

(Division of Ryan and 

Griffith)에서 의석을 차지

했으며, 아직 30%가까이 

남은 개표에서 또 하나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

다.

71.1%의 집계가 진행된 

지난 23일(월) 현재까지의 

상원의원 결과를 보면, 집

권당이 된 노동당의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12석

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 Peter Dutton

이 전  모 리 슨 ( S c o t t 

Morrison)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부 장관을 차지

했던 조시 프라이덴버그

(Josh Frydenberg) 의원이 

이번에 패하면서 피터 더튼

(Peter Dutton) 전 국방부 

장관이 자유당을 추스릴 새 

지도자로 강력하게 부상했

다.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우파 성향의 

더튼 의원은 지난 2018년 

온 건 파 인  말 콤  턴 불

(Malcolm Turnbull) 당시 

대표이자 총리를 대상으로 

대표직 경선에 도전했다가 

패한 바 있다. 이번 총선 실

패의 책임을 지고 모리슨 

대표가 물러나는 가운데 자

유당에서 그와 경쟁할 후보

는 많지 않다.

 

▲ Dai Trang Le

노동당의 알바니스 대표 

체제에서 부대표직을 맡는 

등 오랜 경력을 가진 크리

스티나 케닐리(Kristina 

Keneally) 의원을, 이번 선

거에서 낙하산으로 파울러 

선거구(Division of Fowler. 

Cabramatta, Cabramatta 

West, Canley Heights, 

Liverpool 등 시드니 서부 

지역 선거구) 후보로 낙점

한 결정은 이 선거구 내 페

어필드 카운슬(Fairfield 

Council)의 다이 트랑 레

(Dai Trang Le) 부시장으로 

하여금 무소속 출마를 결심

하게 만들었다.

레 후보는 파울러 선거구 

지역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

지 않은 노동당 지도부의 

시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

만을 이용, 이번 선거에서 

거물급 정치인인 케닐리 후

보를 눌렀다. 파울러 선거

구는 가장 다양한 문화 배

경을 가진 지역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노동당 지역구’ 가운데 하

나였다. 노동당이 이 선거

구에 케닐리 후보를 내세운 

것은 크리스 헤이스(Chris 

Hayes) 의원의 은퇴에 따른 

결정이었다.

▲ Mark McGowan

서 부 호 주 ( W e s t e r n 

Australia) 주 정부는 노동

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연방 

의석은 자유당이 더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

거 캠페인에서 알바니스 대

표는 WA에 많은 시간을 할

애했다. 그리고 여기에 마

크  맥 고 완 ( M a r k 

McGowan) 주 총리가 기존

의 인기를 기반으로 적극적

으로 나섰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WA의 자유당 의석을 최소

한 4개를 빼앗았다. 이는 주 

전체에서 볼 때 10% 이상

의 지지율을 더 확보한 셈

이다. 노동당이 이번 선거

에서 승리한 배경에 WA에

서의 좋은 결과가 기여했음

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

에 맥고완 주 총리의 지분

도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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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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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HDL과 LDL은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싣고 나르는 트럭
콜레스테롤은 원래 필수 영양분이라 세포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LDL 혹은 HDL이라는 지단백에 의해 수송된다. 즉, HDL과 LDL은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라고 할 수 있다. LDL이 좀 더 큰 트럭이고, HDL이 

이보다 작은 트럭이다. LDL은 우리가 섭취 혹은 합성한 콜레스테롤을 세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 약 70% 정도는 LDL속에 존재한다. 다만, LDL

은 크기가 커서 많은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이 나쁜 LDL로 변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 혈관을 막히게 하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HDL은 뛰어난 항산화효과 있어 동맥경화 예방
HDL은 주변 조직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역수송하고 

배설하는 콜레스테롤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LDL의 산화를 막는 등 혈액 안에서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한다. HDL은 크기가 작아도 LDL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HDL에 부착된 단백질과 항산화효소가 20여 종이 넘어 

항염증효과, 항산화효과, 혈관확장효과, 항혈전효과, 항감염효과 등 유익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 HDL의 항산화 능력은 혈액 내에서 주고 LDL의 산화를 막는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등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100세 장수인의 HDL비율은 32%
    정상인(25%)보다 높아
총콜레스테롤이 높아도 HDL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2010년 발표된 백세장수인 연구에 따르면, 장수인들은 

총콜레스테롤이 270mg/dL로 높았지만, HDL-콜레스테롤 역시 84mg/dL로 매우 

높았다. HDL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는 남자 40, 여자 50mg/dL이다. 콜레스테롤의 

양이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속에 들어있는 HDL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대비 HDL의 비율이 약 25%정도이다. 그런데 

100세 이상을 살고 있는 장수인들의 경우 HDL의 비율이 약 32%로 높았으며, 올림픽 

선수들은 38%가 넘는 경우도 있다. 동맥경화 예방은 물론, 뛰어난 항염증·항산화 

작용들을 하는 HDL의 유익한 기능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많은지 HDL의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아는 것이 약(藥)이다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많으면 장수(長壽)한다?!

항염증효괴

HDL의 유익한 효과

항감염효과

항혈전효과

혈관
확장효과

항apoptosis
효과

항산화효과

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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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에서 이어받음

▲ Jacqui Lambie

재키 람비(Jacquiline Louise 

Lambie)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Jacqui Lambie Network’는 상

원의원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자유-국민 연립이 

반대하는 법안을 노동당이 상원에

서 통과시키려면 녹색당이나 다른 

소수정당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람

비 의원의 상원에서의 영향력은 더

욱 커지게 됐다. 노동당은 상원에서

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녹색당에 앞서 

‘Jacqui Lambie Network’와 먼

저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Loser

▲ Scott Morrison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노

동당 대표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승자인 반면 그와 맞서 ‘단두대 매

치 ’ 를  펼 친  모 리 슨 ( S c o t t 

Morrison) 전 총리이자 자유당 대

표는 가장 큰 패자일 수밖에 없다. 

올해 선거에서 그는 총리직을 잃었

고 자유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으

며, 자유당의 가장 안전한 의석인 

쿡 선거구(Division of Cook. 시드

니 도심 남부 일부 및 Sydney 

South 지역)에서는 겨우 6% 차이

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 Josh Frydenberg

자유당 내 대표적 온건파 중 하나

로, 모리슨 대표 체제에서 재무장관

을 지낸 프라이덴버그 의원의 ‘총

리 야망’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패배

는 물론 선거 전부터 경합이 치열한 

지역 중 하나로 언급됐던 빅토리아

(Victoria) 주 쿠용 선거구(Division 

of Kooyong)에서도 무소속 도전자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 후

보에게 밀린 때문이다.

프라이덴버그 의원의 의석 상실

은 선거 패배 이후 자유당을 재건하

려는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손실아 아닐 수 없다.

▲ Two-Party System

올해 연방선거는, 호주인들이 이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결과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호주 전역 선거구에서의 자유당

의 낮은 스윙(swing. 우선 선호도 

투표제도에서 최하위 득표자가 탈

락하면서 탈락 후보의 선호도를 배

분하는 것), 노동당 지지층을 잠식

한 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으로 인해 호주 지도 위에 각 

선거구의 하원 의석 주인을 보여주

는 색깔은 더 이상 전형적인 파랑(

자유-국민 연립)과 빨강색(노동당)

만으로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 자유당의 온건파

자유당내 온건파(‘Libera l 

Moderates’)는 노스 시드니의 트

렌트 짐머만(Trent Zimmermann), 

쿠용 선거구의 조시 프라이덴버그

(Josh Frydenberg) 의원을 잃는 등 

‘청록색의 무소속 도전자’들로

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그룹의 지도자 격인 사이먼 버

밍엄(Simon Birmingham) 전 재정

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으며 심지어 “동성결

혼에 대한 국민투표 등 역사적 결정

으로 ‘블루리본’(자유당 지배도

가 압도적인 지역구) 의석을 잃었

다”고 발언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

를 보이기도 했다.

이제 자유당의 대표적 온건파였

던 프라이덴버그 의원이 이번 선거

에서 낙오됨에 따라 당내 온건파에

서 당 대표에 도전할 온건파 인사는 

확실치 않게 됐다.

▲ Kristina Keneally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안전 의

석’이라 간주해 왔던 시드니 남서

부, 파울러 선거구(Division of 

Fowler)의 크리스 헤이스(Chris 

Hayes) 의원이 은퇴함에 따라 노동

당 상원의원이자 프론트벤처(front 

bencher. 정당에서 주요 공직은 맡

은 의원)였던 크리스티나 케닐리

(Kristina Keneally)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 지역 출마를 위해 그

녀는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지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Scotland Island)에서 남서부 리버

풀(Liverpool)로 이사, 거주지를 옮

겼다.

▶2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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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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되거나 특히 
이들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사진 : Institute for Research on Male Superm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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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케닐리 후보를 낙

점한 당의 결정은, 이 지역 

출신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샀

고, 그 와중에 페어필드 카

운슬 부시장으로 있던 베트

남계 호주인 다이 레(Dai 

Trang Le)씨가 무소속 후보

로 출마, 거물을 꺾는 이변

을 만들어냈다.

파울러 선거구는 노동당

이 잃은 몇 안 되는 의석 중 

하나로, 케닐리 후보는 이

번 선거에서 당의 결정에 

희생됐으며, 앞으로 그녀의 

정치 경력도 불투명해졌다.

▲ Ken Wyattt
말콤 턴불(Ma l co lm 

Turnbull) 정부에서 처음으

로 내각에 발탁된 원주민 

출신 정치인으로, 원주민부 

장관을 맡아 일해 온 켄 와

야트(Ken Wyattt)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

다.

올해 선거에서 와야트 후

보는 12%의 스윙을 가져간 

노동당의 타냐 로렌스

(Tania Lawrence) 후보에

게 패했다.

▲ Clive Palmer
상당한 재력을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광고

비를 지출했지만 클라이브 

팔머(Clive Palmer)의 호주

연합당(United Australia 

Party)은 하원 및 상원에서 

단 한 개의 의석조차 차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Terri Butler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총리(노동당)로부터 물

려받은 퀸즐랜드 주, 그리

피스 선거구(Division of 

Griffith)의 테리 버틀러

(Terri Butler)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했다면 그

녀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을런지도 모른

다.

하지만 버틀러 전 의원은 

10%의 스윙을 얻은 녹색당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후보에

게 패함으로써 녹색당이 만

들어낸 이변의 희생양이 됐

다.

▲ WA Liberals
노동당의 총선 승리에 일

조한 서부호주 맥고완

(Mark McGowan) 주 총리

가 ‘이번 선거의 승자 중 

하나’라면, 패자 중 하나

는  서 부 호 주  자 유 당

(We s t e r n  Au s t r a l i a 

Liberals)일 것이다. 자유당

은 WA에서 모리슨 전 총리

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

지 중 하나인 벤 모턴(Ben 

Morton)을 잃었다(노동당 

Sam Lim 후보에 패함). 또

한 원주민부를 맡았던 켄 

와야트(Ken Wyatt), 전 내

부장관 크리스찬 포터

(Christian Porter) 의원이 

노동당 후보에게 밀려났으

며 스티븐 아이온스(Steve 

Irons) 의원이 갖고 있던 스

완 선거구(Division of 

Swan)도 노동당 자네타 마

스 카 레 나 스 ( Z a n e t a 

Mascarenhas) 후보에게 빼

앗겼다. 뿐 아니라 1949년 

선거구가 만들어진 이래 70

년 넘게 줄곧 자유당이 갖

고 있던 커틴 선거구

(Division of Curtin. 올해 

선거 직전까지 Ce l i a 

Hammond 의원)조차 무소

속 케이트 차니(Ka te 

Chaney) 후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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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총리이자 자유당 전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임에 분명
하다. 사진은 선거를 6일 앞둔 지난 5월 15일(일), 브리즈번 캠페인에서 지지자들에게 강한 경
제를 설명하는 모리슨 총리(당시). 사진 : Facebook / Scott Morrison

시드니 남서부, 노동당의 전통적 '안전 지역
구'인 파울러 선거구(Division of Fowler)에 
출마했다가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노동당 중
진 크리스티나 케닐리(Kristina Keneally. 사
진 가운데) 후보. 이로써 그녀의 정치 경력도 
불투명해졌다.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매년 5월 마지막 주 주말(5월 

28, 29일)을 기해 호주 구세군

(The Salvation Army)이 주요 연

례 이벤트인 ‘Red Shie ld 

Appeal’(호주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금모금 행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인동포 다수 거주

지역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 카운

슬(Strathfield Council)이 호주 구

세군 활동에 협력, 28일(토) 오전 9

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카운슬 창고

(1 Weeroona Road, Strathfield)

에서 ‘드라이브 스루 기부의 날’

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마구 버려지는 섬유 제품을 

모아 구세군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

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카운슬 설

명에 따르면 호주는 전 세계에서 1

인당 섬유 소비량이 두 번째 많은 

국가이며, 매년 호주 국민 1명 당 

23kg의 의류가 버려지고 있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호주 

적십자 기부의 날’(Australian 

Red Cross Donation Day)은 지역

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좋은 품

질의 물품을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긍

정적 변화를 만들고 환경과 관련하

여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의류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임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쇼핑 필요성을 주지시키려는 

목적이다.

올해 행사를 위해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매튜 블랙모어(Matthew 

Blackmore) 시장, 카렌 펜사빈

(Karen Pensabene) 부시장은 일부 

카운슬 직원들과 함께 로젤

(Rozelle)에 자리한 호주 적십자

(Australian Red Cross) 매장을 방

문, 상품진열을 체험하고 또 재사

용 가능한 의류를 구매하기도 했

다.

블랙모어 시장은 “카운슬의 이

번 행사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류 

및 액세서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

로 다른 이들에게 제공돼 의미 있

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면서 “버려지는 물품을 기부

함으로써 지역민들은 순환경제를 

만들고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양

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은 또

한 호주 구세군 활동에 가장 많이 

기부하는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500달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 이

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사

전에 등록해야 하며, 모든 기부금

은 이달 27일(금) 카운슬에서 접수

한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슬 웹사이트(www.

strathfield.nsw.gov.au)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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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필드 카운슬, 호주 구세군 연례 모금 행사 협력키로
이달 28일(토) 카운슬 창고에서 ‘드라이브 스루 기부의 날’ 개최

스트라스필드 카운슬(Strathfield Council)이 올해 호주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의 ‘Red Shield Appeal’(5
월 28, 29일)에 맞추어 이번 주 토요일(28일), 의회 창고
에서 지역민들의 물품 기부를 받는다. 카운슬은 이를 구
세군에 제공,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계획이
다. 사진은 이번 행사를 위해 로젤(Rozelle)의 레드 크로
스 매장을 방문한 매튜 블랙모어(Matthew Blackmore. 
왼쪽) 시장과 카렌 펜사빈(Karen Pensabene. 오른쪽) 
부시장. 사진 : Strathfield Counci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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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든 여사는 이전에 

‘Respect@Work’(성희

롱 예방 및 보고를 위한 새

로운 프레임워크)의 구현

을 지지하는 등 여성의 권

리와 안전에 대한 지원 부

문과 관련해 자신의 솔직

한 입장을 밝혀 왔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 부

분은 이번 노동당 선거 캠

페인 중에 발표된 것과 일

치한다”며 “헤이든 여사

가 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

는 데 영향을 미칠런지 여

부 또한 주목된다”고 덧붙

였다.

▲ 조디 헤이든 여사는 누

구?= 올해 43세인 그녀는 

뱅스타운(Bankstown)에서 

태어났으며 센트럴코스트

(Central Coast)에서 자랐

다. 부모는 모두 교사로 일

했으며 헤이든 여사는 연금

업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관리자로 직업 경력을 시작

했다. 지난 2월, 헤이든 여

사는 NSW 공공서비스협의

회(NSW Public Service 

Association) 여성 간부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

다.

▲ 알바니스 총리와의 만남

은= 알바니스 총리와 헤이

든 여사가 공식적으로 커플

임을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호주의 대표적 여성 주간지

인 ‘The Aus t ra l ian 

Women's Weekly’ 매거

진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서이다. 

동 잡지가 특집으로 마련

한 인터뷰에서 알바니스 대

표(당시)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멜번

(Melbourne)에서의 비즈니

스 만찬 중 연설에서 헤이

든 여사를 처음 만났다. 당

시 알바니스 대표는 참석자

들에게 ‘(이 자리에) 사우

스 시드니 럭비리그 지지자

가 있는가’를 물었는데, 

헤 이 든  여 사 가  ‘ U p 

Rabbitohs!’(호주 럭비리

그 사우스 시드니 팀의 응

원 구호)라고 외쳤다(알바

니스 총리는 럭비를 좋아하

며 토끼 문양을 심볼로 하

는 사우스 시드니 럭비팀 

광팬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후 알바니스 대표는 

헤이든에게 직접 자신을 소

개했고, 이후 두 사람은 종

종 시드니 도심 인근 뉴타

운(Newtown)의 세련된 바

에서 술을 마시며 만남을 

이어 왔다.

▲ 헤이든 여사는 Kirribilli 

House 또는 The Lodge로 들

어가나?= 키리빌리 하우스

(Kirribilli House)는 노스 

시드니(North Sydney)의 

키리빌리에 있는 호주 총리

의 시드니 관저, The 

Lodge는 캔버라에 있는 총

리 관저이다.

연방 선거에서 승리가 확

정된 후 알바니스 총리는 

news.com.au와의 인터뷰

에서 매릭빌(Marrickville)

에 있는 집을 떠나 캔버라

의 롯지(The Lodge) 또는 

키리빌리 하우스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곳 중 어디를 

베이스로 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또한 헤이

든 여사와 함께 이사할 것

인지도 말하지 않았다. 지

난 5월 23일 총독 집무실을 

방문, 총리로서 선서를 하

고, ‘Quad 회의’(인도-

태평양 핵심 동맹국인 호주 

미국 인도 일본의 4개국 안

보회담)을 위해 이날 저녁 

도쿄로 출발해야 했기에 알

바니스 총리는 헤이든 여사

와 관련된 방송의 질문을 

비켜갔다.  

총리로 선출되기 전까지 

알바니스 대표는 매릭빌에 

있는 본인 소유의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헤이든 여

사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스탠모어(Stanmore)에 거

주한다.

▲ 알바니스 총리, The 

Lodge에 거주할 듯= 지난 수

십 년 동안 호주 총리들은 

전통적으로 캔버라에 있는 

The Lodge에 거주했다. 비

교적 최근인 지난 1996년 

총리가 된 존 하워드(John 

Howa rd ) ,  말콤 턴불

(Malcolm Turn Bull),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

리는 키리빌리 하우스를 공

식 총리 거주지로 선택했

다.

하워드와 턴불의 임기 사

이에 총리로 재임했던 길라

드는 미혼의 총리로서 롯지

에 거주했다. 알바니스 총

리는 길라드 이후 롯지를 

선택한 두 번째 미혼(이혼

을 한 상태의 싱글) 총리가 

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헤이든 여사와 공식 커플임을 밝혔지만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알바니스 대표는 매릭빌(Marrickville) 소재 자택에서 혼자 거주해 왔다. 사진은 지
난 5월 23일, 총독을 방문하고 그날 저녁 도쿄(Quad 회담)로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직접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7News 방송 화면 캡쳐

2021년, 헤이든 여사와 함께 한 양로원을 방문, 거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알바니스 당시 노동
당 대표. 사진 : Instagram / albomp(Albo는 알바니스 총리의 애칭이다). 

알바니스 대표는 키리빌리 하우스(Kirribilli House. North Sydney의 키리빌리 소재) 대신 캔버
라에 있는 총리 관저 The Lodge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헤이든 여사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진은 Open day를 기해 일반에게 공개된 The Lodge. 사진 : 
The Australia Fund

알바니스 총리와 헤이든 여사가 공식적으로 커플임을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호주의 대표적 여성 주간지 ‘The Australian Women's Weekly’ 매거진
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서이다. 사진은 당시 이 매거진에 소개된 두 사람의 모습. 사진 :  Australian Women's Weekly 인터넷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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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창피하고 민망한 

따 름 이 다 . . . ” ( j u s t 

embarrassing). 

비상업용 라디오 방송인 

호주 공영 ‘triple j’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호주 정치-정치인’ 

관련 조사 결과를 두고 한 

말이다.

지난 4월, 이 라디오 방

송이 18세에서 29세 사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What’s Up In Your 

World 조사 중 정치인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

한 설문 결과 이 연령층의 

단 2%만이 ‘정치가들이 

젊은 호주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triple j’는 정부가 자

금을 제공하는 공영 라디

오 방송으로, ABC 방송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의 한 부서이

다.

이번 조사 대상자인 호

주 전역 1,600명의 청년들

은 ‘정치적으로는 더 적

극적이지만 주요 정당의 

지도력에는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의 78%는 연방 정치에 대

해 ‘극도로’ 또는 ‘약

간의 관심’이 있다는 답

변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조사에서 나타난 

68%에 비해 증가한 비율

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호주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생각은 거의 일치했다. 

‘모든 젊은이들’이라 할 

수 있는 98%가 ‘정치인

은 호주라는 국가, 지구 환

경, 청년들, 호주 원주민 

또는 호주로 유입된 이민

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올해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일

해야 할 정치인에 대한 ‘

신뢰 하락’이었다. 2020

년 조사에서 이 부분(정치

인은 국가 이익을 위해 일

한다)에 동의하는 젊은이

들은 거의 30%에 이르렀

으나 올해 조사에서 ‘그

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

는 청년들은 고작 13%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올해 연방 선

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꼽은 상위 5개 안건은 환

경, 기후변화, 보건, 정신

건강 그리고 주택문제였

다. ‘triple j’는 또한 어

느 정당 및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유권자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들

이 보는 핵심 안건의 우선

순위가 다른지를 분석했지

만 이 5개의 안건은 두 진

영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3

분의 1은 각 정당이 제각

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다

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호주 청년세대, 
‘정치’에는 관심 많아

‘triple j’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호주국립대학

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정치학부 인티

파  초 드 허 리 ( I n t i f a r 

Chowdhury) 부강사는 “

열정적이고 과소평가된 젊

은 세대의 이야기를 말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조사 결과의 

방향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지만 그 규모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는 젊은 

세대와 의회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의 

생각의 격차가 얼마나 심

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설

명했다.

초드허리 부강사는 “정

치 체제의 좌절이 젊은이

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

운 것은 아니며, 의회에서 

청년 대표성이 결여된 것

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

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이런 추세

를 꼽는 주요 이유 중 하나

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말한 초드허리 

부강사는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삶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

어야 한다”면서 “이는 

서술적이고 실질적인 대표

성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정당에 실망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

한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 거주 샐리 앤더

슨(Sally Anderson. 23)씨

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요 

정당의 정책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와 지구 환경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 위

기는 현실이다. 이런 점이 

당혹스럽다”라고 말한 그

녀는 “엄밀히 말해 우리(

호주)의 정치인들은 지구 

환경을 위해, 기후변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

며, 또한 젊은 세대도 그들

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

다”고 주장했다.

올해 연방 선거의 주요 

안건으로 앤더슨씨는 ‘여

성 안전과 처우’를 꼽았

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룬 

주요 정당은 없다. “특히 

캔버라 의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대우, 그들이 

경험한 일(성 추행 등)은 

개탄스러울 뿐”이라는 그

녀는 “자유당은 물론 야

당(노동당)에도 문제가 있

다”고 말했다.

한편 ‘tr ip le  j’의 

‘What's Up In Your 

World’ 조사는 지난 4월 

6일에서 26일 사이에 진

행 됐 다 .  참 가 자 들 은 

‘triple j’가 제시한 설문

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

며, 조사 대상은 일반 인구

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나

이, 성별 및 거주 지역은 

감안했다. 이 조사는 전 계

층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 기사에 언급된 

결과는 18~29세 사이 청

년들 1,659명의 응답 내용

을 집계한 것이다.

 

▲ 호주 정치인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동의 안 함 : 73%

-동의 : 13%

-중립 : 13%

-모르겠다 : 1%

▲ 호주 정치인들은 청년층
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고 확신한다

-동의 안 함 : 94%

-동의 : 2%

-중립 : 4%

▲ 호주 정치인들은 지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동의 안 함 : 96%

-동의 : 1%

-중립 : 3%

▲ 호주 정치인들은 호주 
원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동의 안 함 : 89%

-동의 : 4%

-중립 : 7%

■ 청년층의 정치인/정책
에 대한 생각

(2020년 조사-동의 및 강

하게 동의 / 2022년 조사-동

의 및 강하게 동의)
▲ 주요 정당간 차이가 없다
30% / 34%

▲ 과학, 기술 발전을 지원
하는 호주의 정책을 신뢰한다

30% / 18%

▲ 우리(호주) 정치인들이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29% / 13%

▲ 호주 정치인들은 청년층
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고 확신한다

9% / 2%

▲ 호주 정치인들은 호주 
원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8% / 4% 

▲ 호주 정치인들은 이민자
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7% / 3%

▲ 호주 정치인들은 지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4% / 1%

-2020년 조사 응답자는 

2,895명이었으며 2022년 

조사 응답자는 1,659명이었

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Just embarrassing... 호주 젊은이들, “정치인들?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공영 라디오 ‘triple j’ 조사, ‘호주인 이익 위해 일한다’는 응답자, 2%에 불과

호주 콘텐츠를 다루는 공영 라디오 'triple j'의 'What’s Up In Your World' 조사 결과 18~29세 
젊은층은 정치인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의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 사진 : Flickr / David Rogers-Wor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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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

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시드니 

시티(C i t y  o f  S ydney )의 

‘Children's Festival’이 올해 

다시 개최된다. 

이  이 벤 트  창 립 자 이 자 

‘ C h i l d r e n ' s  F e s t i v a l 

Organisation Inc.’의 투아트 응

엔(Thuat Nguyen) 회장은 지난 5

월 20일 각 미디어를 통해 “22년 

역사의 어린이 축제가 올해 다시 

복원됐다”고 밝혔다.

응엔 회장은 “시드니 중심인 

달링하버 항구 앞 피어몬트 베이 

파크(Pyrmont Bay Park)에서 다

문화 어린이들이 펼치는 행사에 

시드니 지역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다”면서 “이 이벤트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가능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염병 사

태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했으며, 그 결과 올해에는 

이 축제를 다시 개최해 어린이들

이 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확

신했다”고 말했다.

이 축제는 오는 6월 26일(일) 오

전 11시부터 시작되며, 모든 연령

대의 다문화 커뮤니티 어린이들이 

선보이는 전통문화 공연, 춤과 음

악, 각 이민자 그룹의 전통 의상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된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모든 어

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게임과 

다양한 액티비티가 마련된다.

■ Children's Festival 일정
-일시 : 2022년 6월 26일(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
-장소 : Pyrmont Bay Park, 

Darling Harbour
- 기 타  :  웹 사 이 트  : 

childrensfestival.org.au 
F a c e B o o k  h t t p s : / / w w w.

facebook.com/ChildrensFestivalO

rganisationln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 및 2021년 개최되지 못했
던 Children's Festival이 오는 6월, 2년 만에 다시 열린다. 사진은 올해 이
벤트를 알리는 포스터. 사진 : Children's Festival Organisation Inc

시드니 시티의 ‘Children’s festival’, 2년 만에 다시 개최
어린이 축제조직위원회, 각 미디어 통해 올해 이벤트 계획 발표

다문화 커뮤니티 어린이들의 전통문화 공연-퍼레이드 등 볼거리 ‘풍성’







          

지난 한해 사이 크게 치솟은 시드니 주택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의 여파로 

임대료 상승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나온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드니 일

부 지역(suburb)은 40% 이상 임대료가 오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10개 지역 중 9개 지

역에서 단독주택 세입자는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이 

내놓은 임대보고서(‘Domain Rental Report’)

를 보면 시드니 교외지역(suburb)의 89%에서 단

독주택 임대료가 크게 올랐으며 유닛 임대료가 상

승한 지역은 전체의 59% 지역에 달했다.

▶B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높아져... 
10개 서버브 중 9개 지역 ‘상승’

‘도메인’의 3월 분기 임대보고서, 89%의 단독주택-59%의 유닛 임대료 ↑ 

지난 한 해 사이 크게 치솟은 주택가격의 여파로 시드니 지역 임대료 또한 상승하고 있
다. 이는 팬데믹 기간의 높은 공실률이 빠르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 : Sweeney 
Estat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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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면에서 이어받음

‘도메인’의 이번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노던비치 

지역(northern beaches 

region), 엘라노라 헤이츠

(Elanora Heights)의 단독

주택 임대료는 올해 3월까

지 12개월 사이 무려 

45.7%가 높아져(400달러 

인상) 현재 주(week) 임대

료는 1,275달러에 달한다.

시드니 동부(eastern 

s u b u r b s )  더 블 베 이

(Double Bay)의 임대료 

또한 같은 기간 41.8%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해 

현재 주 임대료는 2,000달

러가 됐으며, 노스 맨리

(North Manly) 41.2%, 버

클루즈(Vaucluse) 및 말라

바(Malabar)도 각 36%가 

높아졌다.

광역시드니의 대부분 지

역에서 임대료(단독주택)

가 오른 가운데 하락한 교

외지역은 26곳에 불과했

다.

유닛에 대한 임대수요도 

크게 높아져 임대료 상승

으로 이어졌다. 록스(The 

Rocks) 인근의 바랑가루

(Barangaroo)는 올해 3월

까지 12개월 사이 24.4%

가 올라 현재 임대료는 주 

1,400달러에 이르며 포인

트파이퍼(Point Piper)의 

유닛 임대료는 주 1,100달

러가 됐다. 이는 1년 사이 

18.9%가 높아진 수치이

다.

‘도메인’의 이번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의 

단독주택 및 유닛 임대료

는 각각 13년 및 8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

다.

이 회사의 연구 분석 책

임 연구원인 니콜라 파월

(Nicola Powell) 박사는 

“임대시장의 흐름이 바뀌

었다”면서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있

는 임대주택 소유자는 현 

임대료 상승 추세를 보고 

있을 것이며, 계약기간이 

남은 채 거주하는 세입자

들도 인상된 임대료를 부

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

다”고 말했다.

이어 파월 박사는 “이

는 어쩔 수 없이 세입자의 

생활비와 가계 예산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다른 지역, 즉 아직 임대

료가 상승하지 않은 곳에

서도 점차 높아지는 흐름

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파월 박사에 따르면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은 전염

병 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즈음 6%에 달하던 임대주

택 공실률이 현재 1.5%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흐름과 달리 임

대료가 하락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려는 이들은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서쪽으로 약 

35km 거리에 있는 프라이

리우드(Prairiewood. 지난 

1년 사이 10.7% 하락, 현

재 단독주택 중간 임대료

는 주 460달러)로 가야 한

다. 또 유닛을 구하려는 이

들은 도심 서쪽 약 28km 

거리의 사우드 웬트워스빌

(South Wentworthville)

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우스 

웬트워스빌은 지난 1년 사

이 유닛 임대료가 9.1% 

낮아져 시드니에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인 곳이

다.

대학과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 이너웨스트

(inner west) 지역의 세입

자  조  데 이 빗 슨 ( Z o e 

Davison. 23)씨에게 있어 

임대료 때문에 더 먼 지역

으로 가야하는 것은 선택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녀는 2명의 하우스메이트

와 함께 저렴한 임대주택

을 찾는 데 몇 주를 보냈지

만 각 주택마다 치열한 경

쟁에 직면했다.

그 동안의 임대내역

(rental history), 추천서, 

은행거래 내역, 저축액 등 

광범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소유자가 제시한 주 

임대료보다 20달러를 더 

내겠다고 제안한 뒤 간신

히,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

택을 구할 수 있었다.

데이빗슨씨는 “이 과정

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

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노숙자가 되기 

이틀 전에 임대주택을 승

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임대주택 

여건은 우리가 지불하는 

임대료에 비해 낮은 수준

이지만 현 상황이 소유자 

위주의 시장이기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는 250달러의 예산

으로 쉐어하우스에 살아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허탈

해 했다. 

▶B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광역시드니 각 교외지역(suburb) 중 단독주택은 89% 지역에서, 유닛은 59% 지역에서 임대료가 높아졌으며, 일부 지역은 올해 3월까지 12개월 사이 40% 이상 인상되기도 했다. 사진은 임대로 나온 시드니 도심 인근의 한 테라스주택. 사진 : NestGen 
Proper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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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면에서 이어받음

독립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호

주연구원’(Australia Institute) 

내 ‘미래직업센터’(Centre for 

Future Work)의 수석 경제학자 

앨 리 슨  페 닝 턴 ( A l i s o n 

Pennington) 연구원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택 붐은 ‘내집 소

유’와 ‘안정적 거주’에 대한 

경쟁의 강도를 높여 주택을 소유

한 이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

차를 더욱 벌려놓았다”고 말했

다.

호 주  공 공 서 비 스 협 의 회 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ACOSS)의 최고경영자

인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박사는 “이제 소득이 낮

은 이들은 주요 도시 및 일부 지역

(region)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

다”면서 “정부의 소득지원금에 

의존하고 사회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은 주택 선택의 폭이 거

의 없으며, 종종 부적절하고 안전

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나 직업으

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살도록 

강요받는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녀는 “임대료 지원은 1인 기

준으로 주(week) 73달러에 불과

하며 그나마 지난 20년 동안 실질

증액이 없었다”며 “그런 반면 

주택임대료는 지난 2년 사이 극적

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골디 박사는 “정

부의 주택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차기 연방정부는 무

엇보다 주택구입 가능성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드니 임대료 상승 

상위 10개 지역

(Suburb : 주 임대료 / 

연간 상승률)

-Elanora Heights : $1,275 

/ 45.7%

-Double Bay : $2,000 / 41.8%

-North Manly : $1,200 / 41.2%

-Vaucluse : $2,775 / 38.8%

-Malabar : $1,300 / 36.8%

-McMahons Point : $1,500 

/ 36.4%

-Willoughby : $1,300 / 34.0%

-Noraville : $530 / 32.5%

-Dover Heights : $2,100 / 

31.3%

-Copacabana : $795 / 30.3%

Source : Domain Rent Report, 

March quarter 2022

■ 시드니 임대료 하락 

상위 10개 지역

(Suburb : 주 임대료 / 

연간 하락률)

-Prairiewood : $460 / -10.7%

-Padstow Heights : $510 / 

-7.3%

-Greenfield Park : $430 / 

-6.5%

-Botany : $800 / -5.9%

-Allawah : $530 / -5.4%

-Bilgola Plateau : $950 / -5.0%

-Heckenberg : $383 / -4.4%

-North Curl Curl : $1,200 / 

-4.0%

-Clovelly : $1,298 / -3.9%

-Collaroy : $1,300 / -3.7%

Source : Domain Rent Report, 

March quarter 2022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전염병 사태와 함께 폐쇄됐던 국경에 재개되고 유학생을 비롯해 해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드니 도심 아파트 공실률 하락과 함께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 : 
Homely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시드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4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한 해 동안 41.2%의 임대료 상승을 기록한 노스 맨리(North Manly) 지역. 
사진 :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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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하일랜드의 오랜 역사유적 ‘Berrima Gaol’, 700만 달러에 매각돼  
시드니 서부 부동산 개발업체이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Blue Sox Developments’에

베리마 지역민들, “지역사회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강하게 반발... 

시드니 남부, 서던 하일

랜 드  지 역 ( S o u t h e r n 

Highlands region)의 베리

마는 오랜 역사 유산을 가

진 타운이다. 백인정착 초

기, 시드니 남부 지역 개발

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 행

정 중심지로 형성된 이곳

에 들어선 베리마 감옥

(Berrima Gaol)은, 바로 

옆에 자리한 베리마 법원

과 함께 당시의 모습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아이콘이

기도 하다.

지난 2020년까지 교도

소로서 기능하다 문을 닫

은 이 부지와 건물이 시드

니 서부(Western Sydney)

의 부동산 개발회사이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 운

영 자 인  조  웨 비 ( J o e 

Wehbe)씨에게 매각되었

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 

19일(목)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에 따

르면, 이 부동산을 손에 넣

기 위해 웨비씨가 NSW 주 

정부에 지불한 금액은 

700만 달러이다.

NSW 주 기획부 앤서니 

로버츠(Anthony Roberts) 

장관은 매각을 발표하면서 

이 부지가 웨비씨의 부동

산 개발회사인 ‘Blue 

Sox Developments’에 

의해 “독특한 호텔 및 엔

터테인먼트 구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츠 장관은 “개발회

사의 제안은 베리마 사유

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

지하면서 부티크 호텔을 

포함해 카페, 레스토랑, 바

(bar). 커뮤니티 및 이벤트 

공간, 골동품 숍, 서점, 개

인 서비스, 미술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 소규모 비즈

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공

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베 리 마 거 주 민 협 의

회’(Berrima Residents 

Association) 및 지역 투자

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 대

규모 접객서비스 시설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 속에 

베리마거주민협의회가 ‘

매각절차 중단’을 촉구하

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NSW 주 정부

가 서둘러 매각을 진행했

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베리마거주민협의회의 

에릭 새비지(Eric Savage) 

회장은 “우리는 철저히 

홀대받았고 지역사회 이익

은 이번 매각 절차에서 배

제되었다”고 비난한 뒤 

“내년에 치러질 NSW 주 

선거를 잊지 못할 것”이

라며 자유-국민 연립 주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올해 이 지역 카운슬

(Wingecarribee Shire 

Council)로부터 ‘윈지캐

리 비  올 해 의  인

물 ’ ( W i n g e c a r r i b e e 

Citizen of the Year for 

2022)로 선정되기도 했던 

새비지 회장은 “우리는 

이곳을 활기차고 창조적 

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던 하일랜드 상공회의소

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 중심구역으로, 지역 

농장 운영자를 위한 마켓

으로, 또 80~100석 규모

의 극장과 공연장을 만들

기 위한 비전을 개발했

다”며 “우리가 준비한 

계획안은 베리마 타운뿐 

아니라 이 지역 원주민의 

역사를 모두 존중하여 만

든 것”이라고 말했다.

▶B1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2020년 초 문을 닫은 베리마 감옥(Berrima Gaol. 가장 최근 이름은 Berrima Correctional Centre)이 시드니 서부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소유주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Blue Sox Group’의 조 웨비(Joe Wehbe)씨에게 매각됐다. 매각 금액은 
7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사진은 베리마 감옥 입구.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1839년 문을 연 베리마 감옥은 이곳 바로 옆에 있는 베리마 법원(Berrima Couthouse)와 함께 베리마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건축물이기
도 하다. 사진 : Commercial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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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호주 실업률 4% 아래로 낮아졌지만... 일자리 창출은 거의 멈춤 상태  
1978년 ‘월별’ 실업률 집계 이후 처음, 지난 달 만들어진 새 일자리는 고작 4천 개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는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

이다. 지난 달 호주 전역에

서는 고작 4천 개의 일자

리가 만들어졌음에도 실업

률은 4% 아래로 낮아진 

3.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월별 실

업률 집계(이전에는 분기

별로 집계)가 시작된 1978

년 이래 가장 낮은 것(소수

점 한자리까지 반올림한 

것임)이다.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노동통계국의 비욘 

자비스(Bjorn Jarvis) 국장

은 “호주 월별 실업률이 

이보다 낮았던 때는 1974

년 8월로, 당시 분기별 조

사가 마지막이었다”고 말

했다.

ABS 수치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66.3%로 다소 

완화되어 실업률 감소를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

이와 함께 보다 나은 소

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호주를 강타하

면서 시작된 불완전 고용

률(underemployment 

rate)이 6.3%에서 6.1%로 

다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

장 낮은 수치이다.

호주국립은행(NBA)의 

아 이 반  콜 훈 ( I v a n 

Colhoun) 경제연구원은 

“실제로 9만2,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지

고 8만8,000개의 파트타

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노동시간도 지난 달 

1.3%가 늘어났다. 이는 불

완전 고용 감소뿐 아니라 

3월까지 이어졌던 NSW 

및 퀸즐랜드 주의 홍수 상

황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자비스 노동통계 국장은 

“최악의 홍수 등 악천후

로 평소보다 적은 시간 동

안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3월 최고치였던 50

만 명에서 4월에는 7만 명

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

다.

반면 질병으로 인해 근

무시간이 짧아진 이들의 

수는 계속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이는 

COVID-19 ‘오미크

론’(Omicron) 변이로 인

해 지속된 혼란을 반영한

다.

자비스 국장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들 

중 약 34만 명은 아예 일

을 한 시간이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이

다.

자격 갖춘 (예비)근로자,
거의 없는 상태

글로벌 경제 컨설팅 사

인 KPMG 호주의 선임 경

제연구원 사라 헌터(Sarah 

Hunter) 박사는 “일자리 

증가율이 낮고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거

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말했다.

헌터 박사는 “구인광고

가 기록적으로 최고 수준

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을 원하는 기업 비율 

또한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4월) 

동안 일자리는 4천 개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로 인해 불완전 고용

률이 6.1%로 떨어졌지만 

노동력 부족은 많은 산업 

부문에서 구속력 있는 제

약이 되었다”고 덧붙였

다.

▶B1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4월, 호주 실업률이 3.9%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구인광고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메울 숙련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은 직원을 구하
는 한 소매점의 알림판. 사진 : Unsplash

글로벌 경제 컨설팅 사인 KPMG 호주의 선임 경제연구원 사라 헌터(Sarah Hunter. 사진) 박사는 “호주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필요 인
력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 : Twitter / BIS Oxfor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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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면에서 이어받음

이어 새비지 회장은 “

하지만 주 정부가 공지한 

‘ 관 심  표 명 ’  기 간

(expressions of interest 

campaign)에 우리의 제안

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입

찰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며 “주 정부는 이 부동산 

매각을 놓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관심이 없었

다는 것”이라고 비난했

다.

베리마 지역에서 목축업

을 하는 테오 오니스포로

(Theo Onisforou)씨도 

“1.9헥타르의 감옥 부지

에  패 딩 턴  스 타 일

(Paddington-style. 시드

니 동부 패딩턴의 테라스 

주택들을 의미)의 저층 타

운하우스를 지을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각

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내 제안의 일부로 이 감

옥을 지역사회에 주지 않

았다면 나는 7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 내가 구입

했을 것”이라며 주 정부

의 결정을 질타했다.

베리마 감옥은 백인들에 

의해 서던 하일랜드 지역

이 개발될 당시인 1830년

대, 죄수들이 동원되어 지

어졌으며, 1839년 감옥으

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 수

감됐던 죄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1842년 호

주 최초의 연쇄살인마이자 

도끼 살인자로 알려진 존 

린치(John Lynch)로, 그

는 이곳에 수감되었다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1887년에는 교도소 실

태를 조사한 왕립조사위원

회(Royal Commission)으

로부터 ‘NSW 주에서 가

장 가혹한 징벌이 이루어

지는 교도소 증 하나’라

는 이름을 얻었다. 이곳에 

수감된 죄수들은 오랫동안 

어두운 독방에 수감되어 

있거나 종종 죄수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던 사

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중

에는 독일군 포로를 수감

하던 시설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베리마 일대

에는 당시 독일군 포로들

을 동원해 만들 시설들이 

남아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는 다시 교도소로 전환

되어 범죄자들을 수용했

다.

그러다 지난 2001년, 여

성 범죄자를 수용하기 시

작 하 면 서  ‘ B e r r i m a 

Correctional Centre’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2년 

전인 2020년에는 더 이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부동산을 매입한 웨

비 씨 의  ‘ B l u e  S o x 

Group’은 시드니 서부 

펜들힐(Pendle Hill), 웬트

워스빌(Wentworthville), 

조던 스프링스(Jordan 

Springs) 등에서 복합용도

의 부동산을 개발해온 회

사이다.

웨비씨는 또한 앤서니 

필드(Anthony Field) 및 

조나단 웨비(Jonathan 

Wehbe)씨가 이끄는 스포

츠  매 니 지 먼 트  회 사 

‘Ignite Sports’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B10면에서 이어받음

이런 가운데 헌터 박사

는 “고용주가 (근로자 확

보를 위해) 서비스를 놓고 

경쟁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보다 큰 급여인상을 기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

단했다. ”지속적인 (노동

력) 수요 강세와 제한된 국

내 공급을 감안할 때, 이 

시점(불완전 고용률이 하

락한 지금)에서 임금상승

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

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

다.

NSW 주, 올 들어 
두 번째 최저 실업률

한편 호주 경제를 주도

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

난 달(4월) 3.5%로 전월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져 

올해 두 번째로 사상 최저

치를 기록했다.

ABS가 1978년부터 실

업률을 월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NSW 수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월에는 3.7%로 역대 가

장 낮은 실업률을 보인 바 

있다.

지난 달 NSW 주에서는 

약 1만9,300명이 정규직

으로 고용되었으며 전체 

노동시간도 2.5%가 늘어

났다. 

NSW 재무부 매트 킨

(Matt Kean) 장관은 이처

럼 낮은 실업률에 대해 

“NSW 주의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지난 10여 년

간 강력한 경제관리를 이

어온 결과이며, 이는 NSW 

주 경제의 기본적 강점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

가했다.

이어 장관은 “NSW 주 

실업률은 지난 몇 개월 동

안 호주 각 주(State)에 비

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으로써 우리 주 노동시장

이 가장 강한 위치에 있음

을 보여주었다”면서 “주 

정부는 수년 전의 산불, 

COVID 발병 및 최근 발생

한 최악의 홍수 상황에서

도 더욱 강력한 경제를 위

해 효과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조치를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에 따르면 NSW 

주에서는 COVID-19 팬

데믹 사태 이전에 비해 9

만3,200명이 추가로 고용

되 었 으 며 ,  ‘ 델

타’(Delta) 변이 바이러

스 파동 이전 수준과 비교

하면 추가고용은 5만

1,600명에 이른다. NSW 

주 실업률은 호주 전국 평

균(4월 3.9%)보다 낮은 수

준을 이어오고 있다.

NSW 주 재무부는 이 같

은 성과에 대해 “20만 명 

이상의 등록자를 끌어 모

은 ‘Jobtrainer’, 20만 

명 이상의 견습생 및 직업

훈련생을 위한 무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만

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에서 가장 가혹한 교도소 중 하나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이곳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 포로수용소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2001년에는 여성 범죄자만 수용하면서 ‘Berrima Correctional Centre’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 이 부동산은 1.9헥타르의 넓이 이다. 사진 : 
Commercial Real Estate

1978년, 호주 실업률이 월 단위로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NSW 주 실업률은 지난 2월 3.7%에 이어 4월에는 3.5%로 사상 최저 수치를 보였다. 사진
은 버우드(Burwood) 소재 센터링크(CentreLink) 밖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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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주말 경매- 반세기 전 3만 달러 구입 주택, 548만 달러에  
연방선거일 진행된 시드니 경매, 317채 매물-낙찰률은 63.9%로 잠정 집계

연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주말(21일), 시드니 경매

에서 화제가 된 매물 중 하

나는 사우스쿠지(South 

Coogee)의 6개 침실 주택

이었다. 반세기 전인 지난 

1972년, 2만9,400달러에 

구입한 이 주택은 이날 경

매에서 10명 넘는 예비구

매자의 가격 경쟁으로 

548만 달러에 판매된 것

이다.

이 주택은 이날 시드니 

전역에서 경매가 진행된 

317개의 매물 중 하나였

다. 이날 저녁 부동산 정보

회사 ‘도메인’(Domain)

에 보고된 208건의 경매 

결과는 63.9%로 잠정 집

계됐다.

사우스쿠지, 파울러 크

레센트(Fowler Crescent, 

South Coogee) 상에 자리

한 이 주택 경매에는 12명

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했

다. 매물로 등록되면서 잠

정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던 

이 주택은, 경매를 맡은 

‘Ray White NSW’의 

선임 경매사 알렉스 패타

로(Alex Pattaro)씨가 시

작에 앞서 400만 달러의 

입찰가 시작을 제안했으

며,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4명의 잠정 고객들이 적극

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면서 

입찰가가 빠르게 높아졌

고,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낙

찰이 결정됐다.

부모를 대신에 이 주택

을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

의 자녀들은 경매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이었

다. 벤더(vendor)의 여섯 

자녀 중 한 명인 수산 추

(Susan Chu)씨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는 1972년, 2

만9,400달러에 이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축했다. 

“연방선거가 치러지는 날

이어서 경매가 잘 진행될

는지 걱정했다”는 그녀는 

“결과는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패타로 경매사는 “676

스퀘어미터의 넓은 부지에 

6개 침실의 흔치 않은 주

택이라는 점에 업그레이드

를 원하는 예비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

다. 이어 “이런 주택은 종

종 놀라운 경과를 보이곤 

한다”는 그는 “다양한 

유형의 잠재 고객들에게 

적합한 주택이어서 좋은 

경매 결과가 만들어졌다”

고 덧붙였다.

‘도메인’ 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쿠지의 중간 

주택가격은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20.8%

가 상승, 380만 달러에 이

른다.

▶B1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주말(21일), 시드니  전역에서는 317채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나왔으며 낙찰률은 63.9%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548만 달러의 낙찰가를 기록한 사우스 쿠지(South Coogee)의 한 주택. 사진 : Ray White Maroubra 
and South Coogee

사우스쿠지(South Coogee)의 이 주택은 반세기 전인 지난 1972년, 2만9,400달러에 부지를 매입해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Ray White 
Maroubra and South Coo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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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면에서 이어받음

시드니 서부, 스미스필

드(Smithfield)에서는 빅토

리아 스트리트(Victoria 

Street) 상에 자리한 3개 

침실 주택이 111만 달러

에 낙찰됐다. 7명의 예비

구매자가 참여한 가운데 

95만 달러에서 시작된 경

매는 4명의 빠른 가격 제

시 끝에 잠정가격(110만 

달러)에서 1만 달러 오른 

금액에 낙찰이 결정됐다. 

입찰이 시작되고 낙찰이 

아루어지기까지 소요된 시

간은 몇 분에 불과했다.

매매를 진행한 ‘LJ 

Hooker Edensor Park’

의 다코 호뱃(Da rko 

Horvat) 에이전트는 이 같

은 낙찰가에 대해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격에 

구매하기는 어려웠을 것”

이라고 말했다.

스미스필드의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 12개월 사이 

16.7%가 올라 현재 91만 

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인근에 자리한 웨더릴 

파크(Wetherill Park)에서

는 한 젊은 가족이 비니언 

클로즈(Binyon Close) 상

에 있는 3개 침실 주택을 

131만6,000달러에 구입했

다. 12명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한 가운데 90만 달러

에서 입찰이 시작된 경매

는 5명의 입찰자가 적극적

으로 가격을 제시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낙찰

이 이루어졌다.

이 주택은 지난 2003년 

마지막으로 매매됐으며, 

당시 판매가격은 41만

2,000달러였다. 19년 사

이 3배가 상승한 셈이다. 

현재 웨더릴 파크의 중간 

주택가격은 99만5,000달

러이다. 이는 올해 3월까

지 지난 12개월 사이 

17.1%가 오른 수치이다.

시드니 남부, 크로눌라

(Cronulla)에서는 1개 침

실 아파트를 갖고 있던 한 

투자자가 1년 만에 12만

2,000달러의 수익을 남긴 

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

했다.

게럴 스트리트(Gerrale 

Street) 상에 자리한 이 아

파트에는 6명의 입찰자가 

등록해 본래 가이드라인

(90만 달러)보다 낮은 80

만 달러에서 입찰이 시작

됐으며 96만2천 달러에서 

낙찰이 성사됐다. 

매물로 내놓으면서 벤더

가 정한 잠정금액은 95만 

달러였다. 이날 이 아프트

를 매각한 투자자는 지난

해 84만 달러를 지불하고 

구입한 바 있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

면 크로눌라의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24%가 오른 115만 달러

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해 한 투자자가 84만 달러에 구입했던 크로눌라, 게럴 스트리트(Gerrale Street, Cronulla) 상의 1개 침실 아파트는 1년 만에 12만2,000달러의 수익을 남긴 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사진 : 
McGrath

131만6,000달러에 낙찰된 웨더릴 파크(Wetherill Park) 소재 3개 침실 주택(사진). 이 주택은 지난 2003년 41만2,000달러에 거래된 바 있다. 사진 
: BLAZE Real Estate 

스미스필드(Smithfield)에 있는 3개 침실 주택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투자자에게 111만 달러에 매각됐다. 잠정가격은 110만 달러였다. 사진 : 
LJ Hooker Edenso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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