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erald
24th June 2022

A3

MAIN NEWS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내년 3월 주 선거 겨냥-인지세 변경 등 개혁 추진으로 적자폭 크게 늘어나
NSW
주
정부가
COVID-19 대유행 속에
서 극심한 이상기후로 인
한 재난 상황과 씨름하는
가운데 추가로 주요 경제
개혁에 착수함에 따라 예
산 적자폭은 3배 이상 증
가했다.
새 회계연도를 약 열흘
앞둔 지난 6월 21일(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는 앞으로
9개월여 남은 주 선거
(2023년 3월 25일)를 겨
냥해 경제부문 및 유권자
모두의 이목을 끌기 위한
첫 번째 예산 계획을 내놓
았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의 사임으로
그녀의 뒤를 이은 페로테
트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
은 새 회계연도(2022-23
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
적자는 113억 달러로 불

어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검토에서 예측한 36억 달
러의 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 집권
하에서 재무부를 맡은 매
트 킨(Matt Kean)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해 “NSW
주 거주민 모두를 위한 세
대 개혁 예산”(once in a
generation reform
budget for the people of
NSW)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이들이
내일을 위한 희망과 기대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투자한다”고
강조한 킨 장관은 “우리
는 어린이 세대에 투자하
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보
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
는 더 밝고 강한 내일을 만

들어가는 오늘의 각 가정
에 제공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주 정부는 새 예산 계획
에서 주택소유와 여성의
경제 참여를 개선하고자
주력하지만 지출의 상당
부분은 COVID-19 비용,
의료 지출 및 홍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킨 장관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우
리는 한 세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를
목격했으며, 우리가 팬데
믹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
는 가운데 의료 시스템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
을 알고 있다”면서 “인
플레이션이 우리 주의 재
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
다.
하지만 2년 뒤인 2024-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집권 이후 첫 예산 계획이 나왔다. COVID-19 전염
병, 자연재해에 의한 정부 지출이 추가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 추진으로 예산 적자
폭은 더욱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매트 킨(Matt Kean) NSW 주
재무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25년에는 GST, 광물 사용
료, 기타 세금으로 인한 정
부 세수가 크게 증가해 6
억100만 달러의 흑자를
거둠으로써 적자 예산으로
부터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그럼에도 오는 202526년도 정부 순 부채는

1,148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NSW 주
총생산의 약 14%에 해당
한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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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향후 2년간 2,800만 달러 투입, 지역사회 문화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장려

NSW 주의 내년도 예산 계획에는 다문화 커뮤니티의 문화 및 이벤트를 위한 지원 예산이 두 배
로 늘어나 향후 2년간 총 2,800만 달러가 제공된다. 사진은 매년 봄 시즌, 파이브덕(Five Dock)
에서 열리는 이탈리안 커뮤니티 축제 ‘페라고스토 페스티벌’(Ferragosto Festival). The Korean
Herald 자료사진

새 회계연도 NSW 주 예
산 계획에서 다문화 커뮤
니티 문화 행사를 위한 지
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NSW 주 다문화부 마크 쿠
어(Mark Coure) 장관은
정부 예산 계획이 발표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문
화 지역사회에 대한 주 정
부 지원을 크게 늘려 향후
2년에 걸쳐 2,800만 달러
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는 애초 계획인 2년간
1,400만 달러 기금이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주 정
부는 언어 서비스 전반에
걸친 지원, 지역사회 문화
행사와 이벤트 장려, 다른
커뮤니티 문화 및 서로 다
른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
는 활동에 제공한다는 방
침이다.
쿠어 장관은 “이 같은

지원 예산 증가로 NSW 주
의 2022-23년도 다문화
커뮤니티 대상의 반복 지
원 예산(여러 해에 걸쳐 지
원되는 예산)은 6,900만
달러까지 높아졌으며, 이
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보
다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
다.
다문화부에 따르면 이
기금에는 앞으로 2년간 통
역사 장학금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 커뮤니티 대상
의 언어 서비스 향상을 위
한 800만 달러가 포함된
다.
쿠어 장관은 “이는 다
문화 지역사회에 필요한
통역사 및 번역사를 확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
에게 새로운 직업을 마련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화 지원 예산의 일
부로 2년간 매년 500만 달
러가 문화 행사 및 축제 이
벤트에 제공되며 100만
달러는 각 신앙 공동체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쓰여된다.
장관은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 덕분에 NSW 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
운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훌
륭한 관광상품이 되었다”
면서 “이 같은 이벤트들
은 우리(NSW)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모자이크처럼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높이는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00만 달러의 문화 지
원 패키지는 2024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 이상의

NSW 주 다문화부의 마크 쿠어(Mark
Coure. 사진) 장관은 커뮤니티 지원 예산 증
가로 각 지역사회가 보다 다양한 이벤트 개
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은 올해 2월, 시드니한인회가 마련한 문화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쿠어 장관. 사진 : 김지
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파
트너십 액션 프로그램, 매
년 200만 달러 이상의 지
원을 받는 새 공동체 대상
의 프로그램을 포함해 현
재 진행 중인 다문화 프로
그램을 보완하게 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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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변호사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KNA1805

의뢰인
변호사란 서비스 업종이기에 가
진 자산은 시간 뿐이다. 상담, 전
화통화, 면회, 법정출두, 자료검토,
서류준비 등등 직업상 모든 업무
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준 하
루 24시간의 일부를 소모하는 것
들이다.
의뢰인이 만나는 변호사수 보다
변호사가 만나는 의뢰인수가 훨씬
많기에 이상한 변호사보다는 엉뚱
한 의뢰인 수가 훨씬 많다.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하고 댓가
로 저녁식사를 한턱 쏘겠다는 엉
뚱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
다.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겠
다는 속셈이다.
한 호주 남자는 술기운에 삶은
새우 한보따리 들고 사무실로 온
적이 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사
무실에 찾아와 손수 껍질을 벗겨
건네 주는 새우를 꾸역꾸역 받아
먹은 고역도 경험했다.
21세기에 물물교환을 제의하는
사람들도 예상외로 많다. 법정문
제를 해결해주면 올리브 오일을

주겠다는 이탤리인, 해외여행 비
행기표를 주겠다는 그리스인, 집
을 지어주겠다던 유고슬라비아인
등등 별의별 제안을 받아 보았다.
2년을 소모했던 대형 재판 건 소
송중 고급과자를 집에서 직접 구
워 가져다 준 이태리 아주머니도
있었다. 먹다 못해 버리기까지 했
건만 사정을 알턱이 없는 그는 헌
신적으로 선물하곤 했다. 친구가
정육점을 운영한다고 양다리 다섯
짝을 가져온 호주청년도 있었다.
기가 막혔다.
자신이 직접 집에서 담궜다는 김
치를 사무실로 가져온 의뢰인도
있었다. 한사람 이상이였다. 가
히 감동할 만한 선물이나 사무실
을 가득 채운 김치냄새는 참기 어
려웠다.
“교통사고 날 뻔 했어요. 사고
났으면 대형 사고였을 텐데 이것
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문의 전
화를 받은 적이 있다.
“김세안 변호사 계세요?” 찾
는 전화에 여기는 김성호 변호사

뿐 김세안씨는 없는데요 했더니
Sean Kim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김세안씨를 찾는 것이
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부모가
지어준 한국이름을 발음이 어렵다
는 핑계로 헌신짝 버리듯 무시하
고 영어 이름을 만들었더니 글자
와 발음이 불일치한 영어라 (영화
배우 Sean Connery 숀 코너리)
Sean(숀)을 ‘세안’ 으로 발음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름을 어떤 한자 쓰냐고 물어온
의뢰인이 있었다.
“비 오는 날에는 변호사 사무실
도 한가하지요?” 비가 심해서 손
님이 없다는 푸드코트 음식가게
아주머니 걱정이다.
O아담 이름의 한인 여성은 영어
로 Adam O 라 적기에 이민서류
부터 모든 서류상 남자로 오해를
받는다.
이른 아침 상담을 사정했던 아주
머니는 변호사 취향이 라떼인지
카푸치노인지 몰라 뜨거운 우유를
가져 왔다고 카페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 컵을 내밀었다.
최고의 변호사는 A 학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AAA 요소를 갖춘
사람이다.
Able –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도
움이 안될 뿐 아니라 해롭기 까지
하다
Amicable – 의뢰인과 코드가 맞
아야 한다.
Available – 의뢰인의 구원투수
로 출장이 가능해야 한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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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NSW 주의 노동시장 참여율, 66.2%로 사상 최고치
정규직 일자리 6만 개 이상 창출, 팬데믹 이전 비해 크게 높아

NSW 주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최근 호주통계청(AB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NSW 주에서는 총 6만1,9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은
6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시드니 금융 중심가인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
거리의 직장인들. 사진 : flickr / Brian

NSW 주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기록적 수준을 보이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증가에 의한 것으
로 풀이된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NSW 주 고용이 크게 회
복됐다. 최근 호주통계청
(ABS)이 내놓은 자료에 따
르면 지난달 NSW 주에서
는 총 6만1,900개의 정규
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은 66.2%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
다.
NSW 주 전역의 이 같은
고용은 COVID-19 전염
병 사태 이전에 비해 13만
3,000명이 높은 것이며 또
한 ‘델타’(Delta) 변이
바이러스 이전의 최고치인
9만 명과도 크게 비교된
다.
NSW 재무부 매트 킨
(Matt Kean) 장관은 “우
리 주의 노동시장 참여율
은 1%가 상승했으며, 이
는 COVID-19 사태 직전
인 2020년 2월 수준보다
0.9% 높은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고용이
크게 늘어나 전염병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
록적인 참여율을 보고 있
다”면서 “팬데믹에 대한
NSW 주 정부의 주도적인
대응으로 2020년 3월 이
후 470억 달러 이상을 재
난지원금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했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우연이 아
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킨 장관은 NSW
주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
율에 대해 “기록적 수준
을 보이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증가에 의해 주도되
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집계 결과 NSW 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1.9%로 팬데믹 이전 수
준인 60.2%를 웃돌았다.
남성 또한 70.7%에 달했
다. 이는 COVID-19 이전
수준보다 1.2%포인트 높

은 수치이다. 바이러스 및
독감 환자의 급증 속에서
5월 노동시간도 2.2%가
증가했다. NSW 전체 노동
시간은 2021년 12월 당시
와 비교해 2.7% 높아진
것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달 실
업률은 0.5% 올라간
4.0%로 이전 달(4월) 최저
치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킨 장관은 “NSW 주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
준이며 전염병 대유행의
영향에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노동시간도 크게 증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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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스포츠 산업, 향후 10년간 일자리 창출 ‘황금기’ 맞을 것...”
포뮬러1-호주 오픈 등 연례 이벤트에 2026 커먼웰스게임-2032 올림픽 예정
한 대학 조사 결과 하이스쿨-학부모들, ‘스포츠 부문 일자리 인식’ 크지 않아

스포츠 관련 직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 커멘웰스 게임,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계기로 최소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
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브리즈번 이너 노스(inner-north) 지역에 계획된 2032 브리즈
번 올림픽 선수촌 가상도. 사진 : Queensland government

호주의 주요 산업에서
스포츠 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 스포츠 산업계가 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
자리 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
츠 부문에 예상되는 ‘일
자리 잠재력’에 대한 일
반인들의 인식은 크게 낮
은 수준이다.
스포츠 분야 전문가들은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열리는 2026년 커먼웰스
게임(Commonwealth
Games. 영 연방국가들의
스포츠 대회)에 이어 2032
년 브리즈번(Brisbane,
Queensland) 개최가 확정
된 올림픽 대회로 인해
‘10년간의
황금
기’(golden decade)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호주는 매년
주요 세계적 스포츠 행사
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 4
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호
주 오픈, US오픈, 윔블던,
프랑스 오픈) 중 하나로 매
년 가장 먼저 개최(1월)되
는 ‘Australia Open’,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대 회 인
‘ 포 뮬 러
원’(Formula 1) 등을 감
안하면 수만 개의 관련 일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런 반면 스포츠 업계
의 세세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크기 크지 않은 편
이다.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스포츠 경영학
전문가인 헌터 푸자크
(Hunter Fujak) 박사는 최
근 ‘7 New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직종
은 일종의 빙산과 같다”
고 말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은 수면 위의 모습만 보이
지만 수 아래에는 훨씬 큰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
다. 다시 말해 스포츠 분야
의 직종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푸자크 박사는 “일반적
으로 스포츠와 관련한 많
은 직종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것은 그들이 TV 화면에
서 선수들만 보았기 때
문”이라며 “하지만 선수

한 명을 키워내는 데에는
하나의 부락(village)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각 선수를 위해 여러 명의
코치, 스포츠 과학자, 스포
츠 비즈니스 담당, 스포츠
관리 및 경영 전문가, 의료
진(전문의 및 스포츠 마사
지 치료사 등)이 함께 움직
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우
리가 올림픽 중계를 볼 때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만
생각하지만, 해당 선수의
팀 전체가 메달을 받을 자
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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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여성 지원 부문, 가장 우선시... 주택마련 가능성 개선-서부 지역 인프라 강화
에너지 사용료 급증 따른 지원 계획 및 저렴한 사회주택 부족에 대한 방안 없어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이번 계획에는 여성 부문에 대한 지출, 주택구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사진 : NSW Government

NSW 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이번 계획에
는, 지난 5월 치러진 연방 총선에
서의 모리슨 정부의 실패(여성 일
자리 보장, 소득격차, 안전 문제에
소홀함으로써 여성 유권자들로부
터 지지기반을 잃었다는 지적이

강했다)를 의식한 듯 여성 및 교육
부분을 위한 지출이 두드러졌다.
새 회계연도, NSW 예산 계획의
승자와 패자는 어떤 분야인지 알
아본다.
■ Winner
▲ First Home Buyers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는, 주

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23년 1월 16일부터 상당
수의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부담
이 컸던 인지세(stamp duty) 대신
매년 토지세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선택권은
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구입자에게 주어진
다.
만약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선택한다면, 매년
한 차례 400달러에 토지가치의
0.3%를 더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
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최대 3천
명의 최일선 근로자(전염병 사태
에 대처하는 일선 의료 종사자와
같은), 홀부모, 50세 이상의 독신
자가 보다 수월하게 첫 주택을 구
입할 수 있도록 7억8,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소유 계획(sharedequity scheme)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정부는 해
당자들이 구입하는 새 주택
에 자기자본 40%, 기존 주택
에는 30%를 기여하게 된다.
즉, 이들로 하여금 주택 마련
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것
이다.
이는 지난 5월 연방 선거
캠페인에서 당시 노동당 알
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가 제시한 정책을 따라
한 것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주 정
부의 이 계획이 향후 2년 동
안 시범 시행될 것이라고 말
했다. 주 정부의 ‘sharedequity scheme’ 자격을 얻
으려면 개인 수입은 연간 최
대 9만 달러, 부부 합계 12만
달러이어야 한다. 적격자는
대도시 지역의 최대 95만 달
러, 지방 지역의 60만 달러

상당 주택에 2%의 보증금을 마련
해야 한다.
▲ Palliative Care
말기 암 환자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고통완화 치료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마련됐다. 주 정부는 병상
수를 늘리고 치료 접근성을 개선
하며 600명의 신규 고통완화 의
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
년에 걸쳐 7억4,300만 달러를 투
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 가운데서 웨스트미드
(Westmead hospital) 및 네피안
병원(Nepean hospital)에 새 고통
완화 치료 전용 병동을 건설하기
위한 9천만 달러 이상이 배정될
예정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각 가정
을 위한 계획은 올해 정부 예산안
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서나 당
신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지원
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야 말로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회
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 Working Parents
주 정부는 각 가정의 보육비용
을 줄여주고 보육장소를 확대하고
자 향후 4년 동안 7억7,500만 달
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 계획에 따
라 주 정부는 특정 보육시설이 특
정 비용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민간 보육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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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 22

‘주사파’로 전향?
달리기의 부작용 중 하
나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 쉽다는 것
이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15km 정도를 달린 지 석
달이 지났다. 전신이 가볍
고 걸을 때마다 종아리에
불끈 힘이 느껴졌다. 좋은
일은 함께 나누는 법이라
아내에게도 달리기를 권했
다. 음식으로 몸을 보하는
체질인 그녀는 별다른 호
응을 보이지 않았다. 보약
중에 보약, 미용 중에 미용
이 운동인데 도무지 그 맛
을 모르는 미개한(?) 위인
이다.
몇 달 전 겨울을 앞두고
아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자고 했다. 자존심이 약
간 상할 뻔했다. 중년이지
만 강도 높은 아침 달리기
로 단련된 나를 감기 주사
를 맞아야 할 허약자로 보
다니 말이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을 전속력으로 달
리면 온몸이 화로처럼 타
올라 바이러스쯤은 간단히
태우고도 남을 것이다.
“감기는 병이 아니죠.
누가 주사를 맞는다고 그
래요? 운동이면 충분해요.
난 해당 사항 없어요”
독감 주사를 두고 여섯
식구가 두 파로 갈라졌다.
아내와 딸 그리고 어린 셋

째와 넷째는 ‘주사파’가
되어 예방 주사를 맞았다.
반면 한창 육체적으로 황
금기를 구가하는 스무 살
큰 아들과 나는 당당히 ‘
비주사파’를 선언했다.
가정의 무력을 책임지는
두 기둥은 감기를 전혀 두
려워하지 않았다.
드디어 겨울이 왔다. 여
기저기서 독감 피해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안타
깝지만 나에겐 여전히 강
건너 불이었다. 찬 공기를
마구 호흡하며 달리는 건
각과 감기는 그만큼 동떨
어진 사이였다. 그 날이 오
기 전까지는.
큰 아들과 셋째가 캠프
를 갔다 오면서 독감이 집
으로 침투했다. 두 녀석이
쿨럭거리니 온 집안이 들
썩거렸다. 바이스러스가
급속도록 퍼졌으나 ‘주사
파’들은 아예 감기에 걸
리지 않거나 걸려도 증상
이 미미했다. 특히 아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큰 아들의 상태는 심상
치 않았다. 2주 넘게 격렬
한 기침이 계속됐다. 앓아
눕지는 않았으나 젊은 기
둥 하나가 허무하게 무너
진 셈이었다. 하지만 늙은
기둥은 ‘비주사파’ 최후
의 보루를 지키며 건재했

다. 주사의 효능으로 버티
는 아내와 달리 순수한 달
리기의 힘만으로 독감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큰 아들의 방
에서 증기 기관차가 폭주
하는 듯한 기침소리가 들
렸다. 몇 주 동안 고생하는
아들이 측은했다. 식구들
도 은근히 거리를 두고 있
었다. 이럴 때 아버지의 사
랑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가 있지 않을까? 바이러스
때문에 아들을 멀리한다면
비겁한 일이 아닌가? 계속
기침을 하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자리에 쑥
들어가 누었다. 큰맘 먹고
‘오염지역’으로 들어갔
는데 아들이 화들짝 놀랐
다.
-헉! 왜 이러세요?
-에구 귀여운 넘.
같이 잘까?
-어휴 맘대로 하세요.
한 5분 정도 지났나. 아
들이 다시 폭음탄 터지듯
기침을 쏟아냈다. 독감 바
이러스가 확 번지는 것 같
았다. 아무리 아들이 좋지
만 덜컥 겁이 났다.
-잘자.
결국 핫바지에서 방귀
빠지듯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돌아
가 자는데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
음날 아침 독감이 목과 코
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어젯밤 한순
간 객기를 못 참고 아들 곁
에 누운 탓에 강고한 대항
전선이 하룻밤 새 무너진
것이다. 하루 종일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소리가
요란해 제대로 업무를 보
지 못했다. 밤마다 ‘칙칙
폭폭’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면 비틀어
진 허스키 목소리로 정상
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
어마어마한 독감의 위력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다.
독감의 학대 아래 밤낮 고
생하는 남편을 보며 ‘주
사파’의 우두머리인 아내
는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그러게 주사 맞자고
할 때 맞지. 왜 이 고생을
해”
천연덕스러운 아내의 표
정이 “그러게 전향하라고
할 때 하지”라고 다그치
는 고문 기술자가 연상됐
다. 내 몸을 무단 점령한
독감은 한 달 가량 강권통
치를 하더니 마른 잔기침
를 남기고 물러났다. 중년
나이에 병마와 한바탕 드
잡이질을 해서인지 노화
속도가 급격해졌다. 거울

을 볼 때마다 현저히 늙어
가는 얼굴이 처연하고 우
울했다. 호되게 아프고 나
면 아이들은 크고 어른들
은 늙는다는 말이 뼈저리
게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
이 ‘주사파’로 전향해야
할 것 같다.

천연덕스러운 아내의 표정
이 “그러게 전향하라고 할 때
하지”라고 다그치는 고문 기
술자가 연상됐다. 중년 나이
에 병마와 한바탕 드잡이질을
해서인지 노화 속도가 급격해
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현저
히 늙어가는 얼굴이 처연하고
우울했다. 호되게 아프고 나
면 아이들은 크고 어른들은
늙는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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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베이팅 세계 챔피언’ 서보현씨, 토론 관련 ‘Good Arguments’ 출간
미국-영국-호주 등 영어권 국가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호주 북투어’ 진행

시드니 동포 청년 서보현씨가 출간한 ‘Good Arguments’. 왼쪽부터 호주(Scribner), 영국
(William Collins), 미국-캐나다(Penguin Press. 괄호 안은 각국 출판회사)에서 발간된 것이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번역판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 : Debate Club 제공

하이스쿨 학생 당시 세계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차
지, 화제가 됐던 시드니 동
포 청년 서보현씨가 토론
을 주제로 한 ‘Good
Arguments’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미국-캐나다(도
서출판 Penguin Press 간),
영국(William Collins 간)
에 이어 호주에서는 이달
1일, 미국 뉴욕 기반의 대
형 출판회사 ‘Scribner’
호주 회사인 ‘Scribner
Australia’에서 선보였다.

‘Good Arguments’는
저자가 영어라고는 한 마
디도 하지 못했던 10살 나
이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서 호주로 건너와 언어 문
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고 디베이팅 세계 챔피
언이 되기까지의 경험과
함께 토론의 기술을 담아
낸 것이다.
호주-NZ, 미국-캐나다
에 서
‘ G o o d
Arguments’라는 제목으
로 간행된 것과 달리 영국

호주 여자 넷볼팀 ‘Melbourne Vixens’의 주장인 케이트 몰로니(Kate Moloney) 선수. 그녀는 프
로 선수로서의 생활을 마치면 스포츠 경영 부문에서 경력을 이어가고자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사진 : Suncorp Super Netball

▶10면에서 이어받음

최근 디킨대학교 스포츠
경영학부가 1천 명 이상의
학부모, 300명의 하이스쿨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
면 스포츠 산업에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는지에 대
해 대부분 응답자들의 인
식은 크게 부족했다.
오는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개최하는 퀸즐랜
드 주 정부는 이 세계적 스
포츠 이벤트 하나만으로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10만 개 이
상의 지역 일자리가 만들
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그런 반면 디킨대학교
조사에 응한 학부모의
40%는 5천 개 미만의 일
자리 창출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하이스쿨
학생 절반 이상도 같은 수
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자크 박사는 “이 설
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스

판에서 ‘The Art of
Disagreeing Well- How
Debate Teaches Us to
Listen and Be Heard’라
는 타이틀로 출간된 것에
서 알 수 있듯 저자는 가
정, 학교, 직장에서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의
견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자신의 경
험과 함께 흥미롭게 제시
한다. 특히 딱딱한 이론이
아닌 자전적 이야기를 겸
해 토론에 관심 있는 학생
들에게도 일상의 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호주 아마존’(Amazon)
도서 사이트,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의 ‘Language
skill(English writing) 실력
향상’ 부문에서는 ‘#1
Bestseller’에 올라 있다.
이 책의 출간과 함께 미
국에서 2주간 북투어를 가
진 서보현씨는 호주판 출
간에 맞추어 오는 6월 28
일(화) 발메인(Balmain) 소

재 ‘Roaring stories
Bookshop’(268 Darling
St, Balmain NSW)에서 호
주에서의 첫 번째 북투어
를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
는 저명 사회인류학자이자
작가인 세리드웬 도비
(Ceridwen Dovey)씨가 출
연해 서보현씨와 함께 독
자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며 30일(목)
에는 호주국립대학교
(ANU) ‘Kambri House
cultural centre cinema’
에서 길라드(Julia Gillard)
정부 당시 정무차관
(Parliamentary Secretary)
을 역임했던 앤드류 리
(Andrew Leigh) 전 ANU
경제학 교수와 함께 토론
을 이어간다.
서보현씨의 호주 북투어
는 다음 달(7월) 멜번(7월
5일 Melbourne Reading
Emporium, ABC 방송 언
론인 Paul Barclay), 애들
레이드(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llan
Scott Auditorium’)에서
이어지며 오는 9월에는 영
국 옥스퍼드 및 캐임브릿
지대학교에서의 북투어가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 내 예정되어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대
만에서 번역판이 출간되는
시기에 맞추어 북투어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보현씨는 하버드대학
교에서 Political Science
을 전공했으며 중국 칭화
대에서 Public Policy로 석
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 중
이다.
한편 이달 28일 발메인
북투어 참석은 예약이 필
요(eventbrite.com.au에서
가능)하며, 입장료는
$12.64이다.

포츠의 경우 일반인들의
시각이 운동선수에게만 집
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호주의 인기 스포츠 종
목 중 하나로, 빅토리아
(Victoria) 주 기반의 네트
볼(netball)
팀
‘Melbourne Vixens’의
주장인 케이트 몰로니
(Kate Moloney) 선수는
빼어난 기량으로 주목 받
은 선수 중 하나이다. 그녀
는 선수 생활을 마치면 스
포츠 업계에서 경력을 이
어가고자 현재 관련 분야
를 공부하고 있다.
몰로니 선수는 ‘7
News’ 방송에서 “많은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 매
니저, 물리치료사 트레이
너 등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비하인드’ 또
는 2차 역할로 인식하기도
한다”면서 “운동선수들
에게 있어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
다.
그녀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된 스포츠 전문가가
제시한 행동 목록에 크게
의존한다”며 “그들의 전
문성이 없다면 우리는 월
등한 경기력은 물론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수 없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 로 니
선 수 는
‘Australian Football
League Women's’
(AFLW. 럭비와 유사한
호주만의 풋볼)와 여자 축
구 A-League 등 수준 높
은 여자 스포츠 리그가 창
설됨으로써 스포츠 업계의
성장을 부추겼다고 평가했
다.
이어 그녀는 “호주에서
여성 스포츠 리그가 더 많
은 투자와 후원을 받을수
록 전체 산업도 더욱 성장
할 것”이라며 “이는 또
한 보다 포괄적인 고용기
회 증가, 대도시 및 지방
지역 전반에 걸친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진단했다.
호주 산업 및 기술위원

회(Australian Industry
and Skills Committee) 자
료에 따르면 호주의 스포
츠 산업 고용 수준은 2001
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6만
1,000명 수준으로 하락했
지만 이듬해(2021년)부터
는 이전해의 71%가 늘어
난 10만4,200명으로 회복
되고 있다.
푸자크 박사는 호주의
스포츠 산업은 다시 깨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리는 COVID 사태 초반에
침체를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
다”면서 “앞으로 계획된
스프츠 이벤트를 감안하면
관련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
다. 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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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 A3면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
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A4면

사진 : freepik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반영, 5.1%의 물가상승 이상... 최저 포상임금은 4.6% ↑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검토해온 공정근로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가 최저임금 5.2% 인상을 결정(6월 14일)
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주(week) 40달러가 높아졌음을 뜻한다. 최저 포상
임금(minimum award wage) 또한 4.6%가 높아졌다.
▲ 임금인상 배경은=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매년 재검토된다. 이번 인상
률은 이전보다 높은 편이다. 그 요인은 무엇일까. 이달 둘째 주 화요일 호
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높인 것(RBA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를 갖고 기준금
리를 결정한다)과 같은 이유이다.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고 있
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물품 가격이
비싸지면 같은 달러 가치라 해도 근로자들의 임금 가치는 더 낮아진다. 물

가가 오르기 전처럼 일정 달러로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FWC가 국가 최저임금을 검토하는 지난해 회계연도 말경의 인플레이션은
1.1%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재 호주의 최저임금(지난 6월 14일 5.2% 상
승 결정 전)인 주(week) 772.60달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1년 전보다 물
품 구매를 더 적게 만든다.
▲ 5.2% 인상률의 실제 가치는= 이번에 FWC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인플레이션보다 0.1%포인트 높다. 즉 주급 봉투(pay packet)가 0.1%
커진 것이다.

▶19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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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즉 기본적인, 일반 임금이
다.
포상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추가 조건이 있다. 이는 산업별로,
즉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언
론인의 경우 최저 포상임금은 변호
사의 그것과 다르다. 아울러 포상임
금도 훈련이나 경험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기자
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기자의 포상임금과는 다른 비율을
갖게 마련이다.
▲ 이번에 결정된 국가 최저임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
금(national minimum wage)은 시
간당 21.38달러, 주(week)당
812.60달러이다.
2022-23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이안 로스(Iain Ross. 사진) 위원장. 5.2%의 높은 인상률은 5.1%가
증가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18면에서 이어받음

반면 최저 포상임금(minimum
award wage. 포상 또는 등록된 계
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포상 또
는 계약의 위약금 및 수당을 포함하
여 최소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급여율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
은 편이다)은 현 물가상승률에 비해
0.5% 낮다. 따라서 임금의 실제 가
치는 사실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 포상임금이 최저임금만큼 오르지
않은 이유= FWC의 이안 로스(Iain
Ross)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이 국
가 최저임금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상임금을 너무 올리면 국
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
는 인플레이션 맥락에서 저임금 근
로자가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매년 회계연도 말에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검토하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5.2%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FWC가 결정한 최저
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 주(week)당 812.60달러이다. 사진은 한 레스토랑의 홀 담당 직원.
사진 : Pixabay / pasja1000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로 측
정되며, 11개 범주의 일련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계산한 일반적 수
치이다. 11개 범주에는 식품 및 무
알코올 음료, 건강 등 비재량적
(non-discretionary, 필수적 물품)
항목에서 술이나 담배, 레크리에이
션 및 문화 등 일부 사람들이 사치
품이라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discretionary) 항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로스 위원장은 일반적 인플레이
션 비율이 5.1%이지만 일부 개별
범주의 경우에는 더 높다고 설명했
다. 그는 “기본 식품류를 포함한
CPI의 비재량(비선택) 구성 요소는
올해 3분기까지 전년대비 6.6%가
증가했다”면서 “이 필수적 품목
의 비용 증가는 특히 저소득 가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포상임금을 받는
이들의 4.6% 상승이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임을 인정했다.
“생활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더 큰 구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균형을 맞추
어야 한다”는 로스 위원장은 “현
재 노동시장의 강점을 감안할 때
FWC가 제안한 조정은 국가 경제의
성과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과 포상임금은 어떻게 다
른가= 국가 최저임금은 등록된 계약

▲ 현재 최저임금은= 지금은 시간
당 20.33달러, 주당 772.60달러이
다.
▲ 새로운 최저 포상임금은= 일종의
포상급여인 이는 각 산업별로 다르
기 때문에 단일 수치는 없다. 공정
근로위원회는 성인의 포상 등급에
대한 최소 인상액을 풀타임 근로자,
주(week)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 임금이 869.60달러 이상
인 근로자는 급여가 4.6% 인상된
다. 이 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주당
40달러의 고정 비율로 조정된다.
▲ 인상된 급여는 언제부터 받나= 국
가 최저임금 및 포상임금 변경 사항
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
염병 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을
감안해 FWC는 일부 분야의 포상임
금 인상을 10월 1일까지 연기했다.
이 업종은 △Aircraft Cabin Crew
Award 2020, △Airline
Operations–Ground Staff Award
2020, △Air Pilots Award 2020,
△Airport Employees Award
2020, △Air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Award 2016, △Alpine
Resorts
Award
2020,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20, △Marine Tourism
and Charter Vessels Award 2020,
△Registered and Licensed Clubs
Award 2020, △Restaurant
Industry Award 2020이다.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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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longong Art Gallery 후원자 Bob Sredersas, “나치 정보원이었다”
‘NSW 유태인위원회’ 보고서, “독일의 리투아니아 점령 당시 나치 정보 장교” 확인

울릉공 미술관(Wollongong Art Gallery)에 호주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기증한 브
로니우스 스레데르사스(Bronius ‘Bob’ Sredersas. 사진)씨. 그의 나치 복역 의혹을 조사한
NSW 유태인위원회는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리투아니아 점령 때 독일 정보장교로
복무했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사진 : Australian Lithuanian Community website

울릉공 시의 ‘Wollongong Art Gallery’에는 스레데르사스의 이름을 딴 전시관이 있다. 사진 :
Wollongong City Council

울릉공 시가 운영하는
‘Wollongong Art
Gallery’의 주요 예술품
기증자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점령했던 시기에 나치
(Nazi) 정보원의 일원이었
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
다.
지난 1982년 사망한 브
로니우스 스레데르사스
(Bronius ‘Bob’
Sredersas)는 사망하면서
그레이스 크로싱턴-스미
스(Grace CossingtonSmith), 아서 스트리턴
(Arthur Streeton) 등 호주
유명 예술가의 작품 100
여 점을 이 갤러리에 기증
했으며, 이에 따라 갤러리
측은 그의 이름을 딴 전시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기도
했다.
스레데르사스에 대한 나
치 복역 의혹은 전 울릉공
시 의원이 제기했고, 이후

NSW 유태인위원회(NSW
Jewish Board of
Deputies)와 시드니 유태
인 박물관(Sydney Jewish
Museum)이 이에 대한 조
사를 벌여 왔다.
그리고 유태인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내놓은 보
고서를 통해 “스레데르사
스가 나치 정보국 장교였
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
다.
다만 대변인은 동 위원
회 조사관이 조만간 울릉
공 시 의회 관계자들과 만
날 때까지,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릉공시의 고든
브래드버리(Gordon
Bradbery) 시장도 “유태
인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
었음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들과의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후
퇴되지 않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 5.5%. 호주 노동조합협의
회(ACTU)는 지난 4월, 5%의 인상
을 요구했다가 이어 “치솟는 생활
비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5.5%
인상을 촉구했다.

6월 14일 공정근로위원회의 국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한 미디어와 인터뷰를 갖는 호주 노동조합협의
회(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 그녀는 이번 국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반
기면서도 일부 산업별 근로자의 포상임금(minimum award wage) 인상이 늦춰진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말했다. 사진 : Facebook / Sally McManus

▶19면에서 이어받음

▲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FWC는
매 회계연도 말에 국가 최저임금을
검토해 다음 회계연도 인상폭을 결
정한다.

▲ FWC 결정 전 각계 제안은
△ 노동당 : 5.1%. 지난 5월 21일
연방 총선 전, 노동당 대표였던 앤
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현 총리는 국가 최저임금이 인플레
이션 상승률에 맞춰 인상되기를 원
한다고 밝혔다. FWC에 대한 공식
제안서에서 알바니스 당시 대표는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3%. 호
주상공회의소(ACCI)는 FWC에 제
출한 제안서에서 “기업들의 운용
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 탓에 높은
임금을 지불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
는 상황”임을 부각시켰다.

이어 “유태인위원회 조
사관에 대한 입장을 감안
해 우리는 그들과의 회의
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
장은 “우리는 그들의 의
견을 들어보아야 하며, 스
레데르사스가 기증한 컬렉
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양쪽
(Wollongong Art Gallery
와 NSW Jewish Board of
Deputies) 모두의 지속적
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브래드베리 시장
은 “궁극적으로 그의 소
장품과 역사는 우리 공동
체와 다른 세계에 사실 그
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의견
을 전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에 직면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압박
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 본
다. 반면 일부 접객서비스 부문 및
항공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
상임금 인상시기를 늦춘 것은 실망
스럽다. 특히 항공업은 현재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기에 이는 합리적
이지 않다고 본다.
△ ACCI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회장 : 호주 경제와 각 비
즈니스에 중요한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우리(ACCI) 계산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1년 동안 79억 달러
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도 큰 어
려움이 될 것이다.

▲ FWC 인상 결정에 대한 반응
△ 알바니스 총리 : 이번 결정을 환
영한다.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
들에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 : 생활비 상승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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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개혁에 착수한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150만 달러까지의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인지세 대신 매년 토지세를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사진은 시드니
의 한 주거단지.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12면에서 이어받음

매트 킨(Matt Kean) 재
무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정부 보조금
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에
한 명의 자녀를 맡기는 시
드니 가정은 연간 최대
3,900달러를 절약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
방 지역의 경우 최대 절감
액은 연간 7,800달러에 이
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유급 육아휴직 제도
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보다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1차’ 및 ‘2
차’ 보호자의 구분을 없애
는 것으로 재정비할 예정이
다.
그런 한편 NSW 주의 공
공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최
소 14주의 유급 육아휴직
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NSW 주의 어

린 아이들은 주 정부의 새
로운 계획에 따라 1년의 추
가 교육을 받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이
계획은, 4세 및 5세 아동들
이 킨더가튼에 들어가기 한
해 전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현실화하
기 위해 향후 10년간 58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
으며, 이중 일부는 이번 예
산에 배정됐다.

높아진 건설비용으로 인해 주 정부가 시드니 일부 지역의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연기한 가운데 시드니 서부에 계획한 파라마타 경전철 2단계는 그대
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라마타 경전철 가상도. 사진 : NSW Trains

▲ Drivers
급격하게 높아진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NSW 주 운전자에
게 이미 지급한 통행료에
대해 분기별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정부
는 연간 최소 375달러를 지
출하는 운전자 리베이트를
위해 5억2,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로써
운전자는 최대 750달러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이 큰 시드니 서부 지역 운
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Western Sydney
건설 부문의 증가한 비용
에도 불구하고 파라마타 경
전철(Parramatta Light
Rail) 2단계 건설을 위한 계
획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6억 달러 이
상이 투입된다.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
지역구 의원(자유당)으로
페로테트 정부에서 교정부
(Department
of
Corrections)를 맡은 제프
리(Geoff Lee) 장관은 “주
정부의 이 같은 기반시설
투자가 파라마타 강을 따라
증가하는 거주인구를 지원

할 것”이라며 “이는 인구
가 크게 늘고 있는 강 인근
의 카멜리아(amellia), 라이
들미어(Rydalmere), 어밍
턴(Ermington), 멜로스 파
크(Melrose Park) 및 웬트
워스 포인트(Wentworth
Point)를 통해 시드니 올림
픽 파크(Sydney Olympic
Park)를 잇게 된다”고 설
명했다.
그런 한편 주 정부는 파
라마타에서 도심 서큘라키
(Circular Quay)를 돌아오
는 91km의 도보 트랙 연결
을 위해 6천만 달러를 별도
로 배정했다.
또한 시드니 서부에 영향
을 미치는 교통 인프라 지
출에 대한 추가 28억 달러
가 이번 예산안에 배정됐
다. 여기에는 프로스펙트
고속도로(Prospect
Highway)의 혼잡을 완화하
기 위한 2억4,310만 달러
가 포함되며, 시드니 제2공
항(Western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현재
건설 중)을 잇는 M12 도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4
년간 12억 달러를 투입한
다는 계획이다.
공항과 공항 주변도 건
물, 부지 정비, 구내 연구시
설 등을 위한 약 1억6,300
만 달러 규모의 투자 대상
이며, 루즈힐 병원(Rouse
Hill Hospital)과 리버풀 병
원(Liverpool Hospital)은
병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4
억8,000만 달러를 받게 된
다.
아울러 시드니 서부 각
교외지역(suburb)의 공원
길 보수에 950만 달러, 조
지 강 코알라 보호구역
(Georges River Koala
Reserve) 주변의 특수 울타
리 설비에 1,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24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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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으며 2028년 완공
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내외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지만 주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에 전기료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다. 사진은 전기료 상승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Solar Reviews

▶23면에서 이어받음

▲ Women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주 정부가 가장 우선시한
부문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지출(100억 달러 이상)
은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
장 복귀와 재정 안정 취지
로 저렴한 보육비 및 보육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프
리스쿨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및 갱년
기 증상으로 인한 고통 완
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가정
폭력 지원 서비스, 길거리
학대방지 계획을 위해 1억
달러가 배정됐다.
▲ Students
NSW 주 전역의 공립학
교 시설 업그레이드 및 신
축 건물을 위해 16억 달러
가 제공된다. 교육 인프라
자금은 알버리(Albury)를
비롯해 콩코드(Concord),
레녹스 헤드(Lennox
Head), 루즈힐(Rouse Hill)
의 특정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취학
자녀의 학용품 구입을 위한
총 1억9,300만 달러 예산
이 있다. 초등 및 하이스쿨
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150달러의 바우처가 제공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대상

은 자녀가 NSW 주에 거주
하고 내년에 학교에 입학해
야 하며, 메디케어 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이다.
이 계획은 2023년 1월 1일
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진다.
학부모는 또한 어린 자녀
의 칸더가튼 입학에 앞서
시행하는 프리 킨더가튼
(pre-Kindergarten)에 보
낼 수 있다. 이 부문에는
58억 달러가 투입되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어린 아이들을 프리 킨더가
튼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
획이다.
아울러 지방 지역 견습
생, 대학에 들어간 젊은이
들에게 250달러 상당의 여
행자 카드가 제공된다. 이
예산에는 9,8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 Commuters
주 정부는 시드니에서 북
부 도시 뉴카슬(Newcastle)
사이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9,500만 달러
를 별도로 배정했다. 이미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전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이 계
획에 5억 달러를 지원받는
등 10억 달러를 확보해 놓
은 상태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 계
획이 실현될 경우 시드니뉴카슬 소요시간은 현재 2
시간30분에서 1시간으로,
시드니에서 센트럴코스트

의 중심도시 고스포트
(Gosford)까지는 25분, 그
리고 시드니에서 남쪽에 있
는 울릉공(Wollongong)까
지의 소요시간은 45분으로
단축된다.
이번 예산 계획에서 주
정부가 별도로 배정한
9,500만 달러는 기존 인프
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된다. 페로테트 주 총
리는 이 작업에 대해 “주
요 센터 간의 접근성을 개
선하는 것으로, 이는 주 정
부가 추진하는 6개 도시 비
전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들은 또 적은 소음, 개선된
공기 질(air quality), 보다
향상된 승차감을 제공하는
무공해 버스 도입으로 환경
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다. 이 하이테크 대중교통
을 위해 주 정부는 향후 7
년에 걸쳐 2억1,900만 달
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23년 중반
부터는 약 200대의 무공해
버스가 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 Loser
▲ Power Bills
에너지 사용료가 점차 상
승하고 있다. 새 회계연도
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는 전기료 인상이 확정된

상태이다. 소매업체가 고객
의 전력 사용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default
market
offer’(DMO)가 NSW 주
에서는 8.5%~14.1% 올랐
다. 일련의 국내외적 상황
이 호주의 에너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NSW 예산에서 이를 위한
별다른 조치는 없다.
다만 킨 장관은 재생 에
너지 전송을 위해 12억 달
러를 투입할 방침임을 언급
했다.
▲ Northern Beaches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
(Northern Beaches
region)을 와링가 고속도로
(Warringah Freeway)와 연
결해 시드니 각 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는 계획은 일단 동결됐다.
이 프로젝트는 본래 업그
레이드 된 와링가 고속도로
에 연결해 궁극적으로 시드
니 하버(Sydney Harbour)
해저에 만들어지는 새 터널
을 통해 웨스트커넥스
(WestConnex)와 이어지도
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크게 상승한 건설
비용으로 이를 담당하는
‘Infrastructure NSW’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부분의
보류를 제안했다. 애초 이
계획에는 4년간 63억 달러
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 Renters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택
구입자를 위한 조치는 많지
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
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
다. 이런 상황에서 NSW 사
회 서비스 위원회(NSW
Council of Social
Services. NCOSS)는 사회
주택 거주자 및 저렴한 임
대계획이 필요한 이들을 위
해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NCOSS의 조안나 퀼티
(Joanna Quilty) 최고경영
자는 “생활비 압박으로 인
해 더 많은 가정이 어려움
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
역사회는 특히 저렴한 주택
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
는 “특히 저렴한 주택 위
기는 전염병 사태 이전부터
만연했고 COVID-19 사태
로 더 악화됐으며, 여기에
다 홍수와 가뭄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
였다.
퀼티 CEO는 지난해
COVID-19 봉쇄조치가 절
정에 이르렀을 당시 조성된
일회성 사회부문 지원 기금
5천만 달러보다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
는 1만5,800채의 사회주택
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3
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이미
5만 명이 사회주택이 들어
가고자 대기자 명단에 있는
상황에서 이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것에 크게 못 미치
고 있다”고 지적했다.

■ Neutral
▲ Health
일선 의료 종사자들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헌신에 대해 3,000
달러의 일회성 ‘감사 수
당’을 받는다. 이 보너스
는 NSW 보건 부문에 1만
명의 추가 직원(1,048명의
의사, 3.517명의 간호사,
최대 200명의 조산사) 고용
계획을 포함해 의료 부문에
배정된 45억 달러 자금 지
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26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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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동기 암 환자 생존율, 지난 수십 년 사이 ‘지속적 향상’ 확인
‘Australian Childhood Cancer Registry’ 데이터 기반의 ‘암 위원회’ 연구 결과

퀸즐랜드(QLD) 주를 기반으로 하는 소아암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지난 수십 년 사이 보다 나
은 치료법의 지속적 발전으로 소아암 환자 생존율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향상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어린이 환자. 사진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호주 암 위원회(Cancer
Council Australia)의 새로
운 연구 결과 암에 걸린 호
주 어린이의 생존이 지속되
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다.
지난 1983년부터 2016년
까지 호주의 아동기 암 생
존 및 사망 모면(avoided
deaths)에 관한 암 위원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
들은 지난 40년간 암 발병
으로부터의 생존율이 개선
된 덕분에 15세 미만 소아
암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상당히 감소했음을 확인했
다.
연구원들은 보조적 조치
들(supportive care)과 결합
된 보다 나은 치료법의 지

▶24면에서 이어받음

공공부문 임금 상한은
올해 3% 인상에 내년도
0.5%가 추가로 인상돼
3.5%가 높아진다. 이에 대
해 각 업종별 노동조합은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낮
은 3% 인상은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4
년간 의료 종사자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8억
8,300만

달러를,

COVID-19로 인해 지연
된 긴급 선택수술을 위해
4억 달러 이상을 비축해
두었다.

속적 발전으로 소아암 환자
의 생존율이 최근 몇 년 동
안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퀸즐
랜드 암 위원회(Cancer
Council Queensland), 퀸즐
랜드 아동병원(Queensland
Children’s Hospital), 퀸
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및 퀸즐랜드
주 정부 의료연구 기관인
‘QIMR Berghofer
Medical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
속되고 가장 포괄적이라는,
국가 소아암 데이터 뱅크
중 하나인 ‘Australian
Childhood Cancer

▲ First Nations People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원
주민 계획으로, 원주민과
비원주민 호주인 사이의
평균 기대수명 격차를 좁
히는 데 도움이 되는 4억
100만 달러 투자의 일환으
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계획은 원주민 단체 연합
(NSW Coalition of
Aboriginal
Peak
Organisations)이 주도하
게 된다.
이 자금에는 또한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단체를 위해 원주민 공동
체 통제조직 내의 해당 기
구에 제공되는 최대 각 25
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

Registry’(ACCR)의 정보
를 활용했다. ACCR은 퀸즐
랜드 암 위원회에서 기금을
지원,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의 책임
저자이자 퀸즐랜드 암 위원
회 연구원인 대니 율던
(Danny Youlden) 부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어린이 암 환자 가
족들에게 호주의 소아암 생
존율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
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암 환자의 생존율 향
상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됐
다”고 밝힌 율던 부교수는
“이는 매우 반가운 결과”
라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아동
기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83년에서 1994년 사이
73%였으나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86%로 높아
졌다. 이는 15세 미만 소아
암 환자 가운데 사망할 것
으로 예상된 1,500명 이상,
전체적으로 39%의 어린이
암 환자가 죽음을 피했음을
의미한다.
암 환자의 생존율 추세는
암 치료 및 후속 치료의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
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유형의 소아암 환자가 사망

을 면한, 암 치료에 있어서
의 상당한 개선을 강조하지
만 몇 가지 예외는 남아 있
다. 가령 간암이나 특정 유
형의 뇌, 뼈 종양으로 진단
받은 어린이의 생존율은 거
의 또는 전혀 진전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율던 부교수는 “이번 발
견은 소아암 연구에 대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소아암 환자의 상황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ACCR의 역할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아암은 매
우 드물지만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하
다”며 “이 연구는 소아암
진단의 영향을 받는 가정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호주 암 위원회(Cancer
Council Australia) CEO인
타냐
뷰캐넌(Tanya
Buchanan) 교수도 암 진단
을 받은 모든 어린이가 희
망을 갖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연
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뷰캐넌 교수는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암의 영향을 줄이

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그 투자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
원들이 더 많은 방향을 모
색할수록 더 많은 암 환자
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퀸즐
랜드 어린이병원 소아 종양
전문의이자 퀸즐랜드대학
교 부교수인 앤디 무어
(Andy Moore)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소아암
의 전반적 생존율이 지난
수십 년 사이 크게 향상되
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점은, 안타깝게도
소아암 환자의 예방된 사망
자 수를 강조한다는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무어 박사는 “호주
의 1~14세 어린이들 사이
에서 암은 여전히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고,
우리(의료진)에게는 치료
가능한 암은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은 어린이 환자 모
두에게 더 나은 치료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된다.
NSW 주 원주민 커뮤니
티를 위한 주 정부의 4억
100만 달러 투자는 원주민
주택, 문화, 언어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위한 7억
1,600달러 기금에서 배정
된 것이다.
이외 기금은 원주민 커뮤
니티의 기후적응을 위한
자금 및 가족센터 건설, 이
들 언어의 기록 작업과 보
존을 위해 활용된다.

구 개발을 위해 투입된다.
RNA 기술의 발전은 세계
적 제약회사 화이자
(Pfizer)와
모더나
(Moderna)의 의약품을 비
롯해 mRNA 유형의
COVID-19 백신 생산에
매우 중요했다. 이 투자는
암 및 유전자 질환뿐 아니
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사태에서 NSW 주
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앨리스터
헨스켄스
(Alister Henskens) 과학부
장관은 이 연구를 위해 주
정부와 NSW 주 및 ACT
소재 14개 대학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

다. 장관은 “RNA 기술의
가치는 mRNA 백신 사용
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전반에 걸쳐 입증
됐지만 COVID-19 백신
은 RNA 기술 전반에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
다”고 평가하면서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들과
업계 리더들이 모여 전 세
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
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혁
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
다.

▲ Science
향 후 10년 간 총 1억
1,900만
달러가
‘ R i b o n u c l e i c
acid’(RNA. 리보핵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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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경 개방 이후 출입국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처
통계청 자료, 올해 3월 이후 거의 두 배 증가... ‘회복되지 않은 단기 여행’ 반영

2021년 10월부터 호주 국경 폐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호주로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로 출
국하는 내국인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사진은
시드니 공항의 항공사 출국 절차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여행자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
면 캡쳐

■ 호주 출입국자
(2012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염병 사태 시작과 함께
폐쇄했던 호주 국경이 개방
된 이후 호주로 입국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달 셋째
주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호
주 출입국자 수치는 지난 3
월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
났다.
하지만 이 같은 여행자 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단기 여

행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19년 말인 팬데믹 사태
이전의 정점 수준에는 훨씬
낮은 수치이다.
ABS 데이터를 보면, 국경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
개됨에 따라 올해 5월 호주
에는 65만1,060명의 해외
방문자가 입국했으며, 66만
3,970명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3월 입
국자 37만4,630명, 출국자
33만5,240명이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3월 데이터는 국경
제한이 완화되기 6개월 전
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 10
월, 호주에 입국한 사람은 1
만6,630명에 불과했다.
2021년 9월 호주에서 해외
로 나간 이들은 3만330명으
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 개인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다면 2
명으로 계산된 것이다.
관계자들은 “국경 폐쇄
에 따라 여행자 출입국이 최
저 수준으로 하락한 이래 다
시 늘어나는 추세가 역력하
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
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팬데믹 직전 자료에 따르
면 2019년 12월, 호주에서
는 224만 명이 출국했으며
2020년 1월 호주에 입국한
해외 방문자는 226만 명이
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이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선포됨)
호주 입국자는 약 2만 명,
출국자는 약 3만 명으로 급
감했다.
올해 4월 호주로 입국한
이들은 57만3,930명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167만 명에 비해 3분의 1에
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던
호주인(시민권)의 귀국은
2019년 1만740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만8,460명으
로 크게 증가했다. 또 외국
에 장기간 머물던 영주비자
소지자의 호주 귀국도 2019
년 7,780명에서 2022년 5
월까지 8,0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감소했다. 가장 두드러진 부
문은 단기입국자였다. 2019
년 12월 107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단기 방문 입
국자는 2020년 4월 국경 폐
쇄가 결정된 후 2,250명으
로 급감했다. 연방정부의
COVID-19로 인한 여행 제
한은 2020년 2월 1일 발표
되었으며 해외여행은 3월
20일을 기해 금지된 바 있
다.
ABS는 이번 자료에서 “
팬데믹 사태는 2021년에도
계속돼 사상 최저 수준으로
국제 여행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2021년도, 호주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30만840명으
로, 2020년에 비해 89.4%
나 감소, 가장 낮은 연간 거
주자 여행 수치로 기록됐다.
ABS에 따르면 2003년 9
월의 SARS 발병 및 2020년
COVID-19와 같은 주요 사
건이 여행자 수에 영향을 미
쳤지만 해외여행을 하는 호
주 거주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4월,
호주-뉴질랜드간 ‘트래블

버블’이 시작되면서 단기
입국자 수는 다시 증가했다.
이어 10월에는 COVID-19
백신접종률이 80%에 도달
한 주(State)에서 ‘백신 접
종 완료’(2회 접종)를 조건
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허용됐다.
호주의 모든 정부관할 구
역(State and Territory)에
걸쳐 해외여행이 완전히 재
개된 것은 올해 2월이었다.
4월 17일에는 해외에서 호
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요
구했던 ‘출국 전 COVID19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
요건이 삭제됐다.
2021년 4월, 호주에 입국
한 해외여행자는 뉴질랜드
인 1만6,320명, 영국인 660
명, 미국 및 기타 국가 880
명에 불과하다. 1년 후인 지
난 4월에는 총 23만5,460명
으로 전년 같은 기간(4월)에
비해 21만2,000명 이상 증
가했다. 하지만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월, 호주
입국자 수에 비해 66.4%가
적은 수치이다.
다만 호주인의 해외여행
및 해외여행자의 호주입국
관련 제한은 2021년 11월 1
일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완
화되었고, 이로써 출입국자
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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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는 이번 예산 계획에서 28억 달러를 배정해 주택 구입 가능성을 개선하고 첫 주택구입자 지원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투입하는 공동소유 계획(shared-equity scheme)을 마련했으며, 일부 첫 주택구입자에게 한 번에 납부하는 인지세 대신 부담이 덜한 연간
재산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거 지역.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3면에서 이어받음

이번 예산안의 주요 조
치 중 하나는 2023년도
모든 초등 및 하이스쿨 학
생에게 제공되는 150달러
의 바우처이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1억9,300만 달
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각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신
발이나 가방, 도서, 문구
류, 교복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
이다.
이는 향후 2년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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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을 위해 마련한 5억
2,000만 달러를 포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차원에
서 책정한 22억 달러의 추
가 지출의 일부이다.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저렴한 보육시설
을 확대하고자 향후 4년
동안 총 7억7,500만 달러
를 마련했다. 이로써 원하
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시
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는 것이다.

주택구입 가능성 개선
부문에도 28억 달러를 배
정해 공동소유 계획
(shared-equity scheme)
을 마련했으며, 일부 첫
주택구입자에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
는 인지세 대신 부담이 덜
한 연간 재산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지
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단계 파라마타
경전철 계획을 위해 필수
적인 웬트워스포인트 다
리(Wentworth Point

Bridge) 건설, 시드니-센
트럴코스트-뉴카슬 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위
한 와이용(Wyong) 기차
노선 업그레이드 등 기반
시설을 위해 향후 4년 동
안 1,127억 달러를 투입
키로 했다.
주 정부는 또한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지
역을 위한 50억 달러의
‘WestInvest’ 프로그램
가운데 4억7,000만 달러
의 기금을 이 지역 9개 학
교의 현대화에 지출할 예
정이다.
NSW 보건 부문은 45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받게
되며, 지방 지역을 위한
‘Regional Growth
Fund’는 13억 달러로 확
대됐다. 이와 함께 7억
1,600만 달러가 ‘First
Nations people’에 배정
돼 NSW 주 각 원주민 커
뮤니티를 위해 사용된다.

▶관련 기사 A12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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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드니 5월 주택경매 낙찰률,
지난 1년 평균 비해 크게 낮아져
‘도메인’ 집계... 도시 전체 55.9%, ‘부동산 시장 약세’ 평가되는 60% 미만

지난해 하반기 성장세가 주춤했던 시드니 주택시장이 최근 확연하게 약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5월) 광역시드니의 각 지역
(region) 경매 낙찰률은 60%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시드니 주택경매 시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경매에 나오는 2채의 주택 중 1채는

거래되지 못한 상황이다. 구매자 수요가 빠르게 냉
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역시드니의 서덜랜드 샤이어(Sutherland
Shire), 버클힐(Baulkham Hills), 혹스베리
(Hawkesbury),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및 시
드니 서부 외곽 지역(outer west region)들은 주말
경매 낙찰률이 50% 미만까지 하락했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 자료에 따
르면 광역시드니 전체 지역(region)의 지난 달(5월)
경매 낙찰률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바
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4월,
36.2%로 급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he Korean Herald
24th June 2022

PROPERTY

지난달 광역시드니에서 진행된 경매 낙찰률은 평균 55.9%였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4월, 36.2%로 급락한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사진은 6월 첫 주 주말 경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세인트 피터스(St Peters) 소재 주택. 사진 : Adrian William

▶B1면에서 이어받음

도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낙찰
률을 보인 지역(region)은 시티 및

이너 사우스(City and Inner
South), 이너 사 우 스 웨 스 트
(Inner South West), 이너 웨스트
(Inner West), 노스 시드니 및 혼

스비(North Sydney and
Hornsby), 파라마타(Parramatta)
였다.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

B3

사이 주택가격이 급격히 성장한
노던비치(Northern Beaches)와
시드니 동부(eastern suburbs) 또
한 도시 평균보다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도메인’ 사의 통계분석 선임
연구원인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는 “대부분 지역에
서 거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면서 “시드니 동부, 도심 및 이너
사우스, 이너웨스트와 같이 경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
시장에서도 큰 폭의 낙찰률 하락
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파월 박사는 이 같은 낙찰
률 하락에 대해 구매자 심리가 냉
각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가격
기대치의 불일치를 반영하는 것이
라고 분석했다. 벤더(vendor)는
지난 1년 사이의 치솟은 주택가격
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매자는 이
미 하락세로 돌아선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B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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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승으로 구매자 수요가 줄어들고 경매 낙찰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판매자들이 경매를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경매 현장.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B3면에서 이어받음

낙찰률 하락에는 경매 매물로
등록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주택
수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
같은 경매철회 비율은 지난 달(5
월) 약 25%로, 이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파월 박
사는 판매자나 에이전트가 경매
리스트에 올렸다가 철회하는 것은
기대한 만큼의 입찰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낙찰률은 해당 지역의 주
택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척도이
다. 낙찰률이 60%대를 유지하는
경우 주택시장이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며 70% 이상은 강세를, 반면
60%이하로 떨어지면 시장 둔화
로 판단된다.
지난달 광역시드니 전역에서 경
매 낙찰률이 60% 대를 보인 곳은
노스 시드니 및 혼스비 지역
(North Sydney and Hornsby
region)이 유일하다.
5월 낙찰률 집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곳은 시드니 서부
외곽 및 블루마운틴(Outer West
and Blue Mountains, 22.2%), 버
큼힐 및 혹스베리( B aulkham
Hills and Hawkesbury, 39.7%),

서덜랜드(Sutherland, 49.1%) 지
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의 비
교에서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파월 박사는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서부 외곽 및 블루마운틴에
서는 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줄어
듦으로써 낮은 낙찰률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월 박사는 5월에 이
어 6월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올 들어 주춤하던 주택시장
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매사로 일하는 스투 벤슨(Stu
Benson)씨는 “시드니 북서부
(north-west) 지역의 보급형 주
택 시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
고 있다”면서 “특히 강한 가격
성장으로 많은 주택 소유자가 시
장에
뛰어들었던
버큼힐
(Baulkham Hills), 카슬힐(Hill)
교외지역(suburb)에서는 예비 구
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의 경매 매
물 10채 중 5채 정도는 낙찰이 이
루어지고 있다. 벤슨 경매사는 “
지난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높은
낙찰률을 확인했지만 지금과 같은
거래 비율은 전형적인 시장 상황

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덜랜드 지역(Sutherland
Shire)을 기반으로 하는 존 솔리
먼(John Soliman) 구매 에이전트
는 이 지역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잠재 구매자 입장
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서 구매자간 경쟁이 덜해졌고, 이
자율 상승 및 생활비 압박은 구매
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설
명이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판매자가
냉각된 시장에 맞추어 가격 기대
치(잠정가격)를 조정하거나 경매
철회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
였다. 대부분 현실적인 가격 기대
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두
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러면서 솔리먼 에이전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경매 매
물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 5월 광역시드니 지역별 경매 낙찰률
(Region : 낙찰률 / 전년대비 낙찰률)
-Baulkham Hills and
Hawkesbury : 39.7% / -28.8
-Blacktown : 53.9% / -12.0
-Central Coast : 52.3% / -19.2

-City and Inner South :
57.0% / -19.3
-Eastern Suburbs :
55.6% / -22.9
-Inner South West :
56.0% / -18.3
-Inner West : 58.4% / -19.3
-North Sydney and Hornsby :
62.9% / -18.6
-Northern Beaches :
51.2% / -32.7
-Outer South West :
52.8% / -10.0
-Outer West and Blue
Mountains : 22.2% / -36.2
-Parramatta : 56.2% / -12.8
-Ryde : 56.2% / -19.9
-South West : 52.4% / -14.9
-Sutherland : 49.1% / -34.3
-광역시드니 전체 : 55.9% / -19.9
Sourc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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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각 도시-지방 지역 주택, 광역시드니 중간 가격으로 구매 가능
시드니 중간 주택가격 159만 달러... 일부 지역의 고급 주택 매매가 수준

시드니는 호주 전역에서 가장 높은 중간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예산이면 시드니 일부 지역, 그리고 호주 전역 어디에서든 프리미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사진은 최근 159만 달러의 매매가를 보인 시드니 북서부 텔로피아(Telopea) 소재 주택. 사진
: Maison Bridge Property

시드니는 물론 호주 부
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상
황이지만, 그럼에도 ‘내
집
장만’에
대한
‘Australian dream’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전
히 높은 주택가격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
인’(Domain) 데이터에
따르면 시드니의 중간 주

택가격은 159만 달러로
호주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간가격의
예산이면 호주 전역 각 수
도는 물론 지방 지역의 주
택을 모기지(mortgage) 없
이 구입할 수 있다. 물론
광역시드니 일부 지역
(suburb)에서도 마찬가지
지만.

만약 이 중간 가격의 예
산을 갖고 광역시드니에서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북서부(north-west)의 어
밍턴(Ermington. 중간 가
격 158만 달러), 텔로피아
(Telopea. 157만5,000달
러), 남부(south) 펜서스트
(Penshurst. 155만7,500
달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퀸즐랜드 주, 누사 밸리(Noosa Valley, Queensland)의 두난(Doonan)에 있는 4개 침실 주택. 최근 경매에서 시드니 중간 가격보다 낮은 152만
5,000달러에 낙찰됐다. 사진 : David Berns Real Estate

물론 시드니 북부 지역의
오래된 3개 침실 주택도
가능하다.
시드니의 주택을 판매한
뒤 이 도시를 벗어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고도 큰 여유 비용
을 남길 수 있다.
중간 가격이 83만1,000
달 러 인
브 리 즈 번
(Brisbane, Queensland)
을 선택한다면, 고급 주택
들이 자리한 불림바
(Bulimba. 159만 달러),
하이게이트 힐(Highgate
Hill. 153만7,500달러), 패
딩턴(Paddington. 152만
5,500달러)에서 주택 구입
이 가능하다.
브리즈번, 불림바 기반
의 부동산 중개회사
‘Belle
Property
Bulimba’의 토니 오도허
티(Tony O’Doherty) 에
이전트는 “이 정도 예산
(159만 달러)이면 좋은 지
역(suburb)의 괜찮은 주택
을 구입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수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튼
썩 괜찮은 주택 구매가 가
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림바 교외
지역의 인기 주택가에 있
는 2개 침실 주택을 150만
달러에 매매했으며, 이보
다 작은 부지에 자리한 5
개 침실 주택을 160만 달
러에 판매했다.
퀸즐랜드 먼 북부의 유
명 휴양도시 케언즈
(Cairns)에서는 더 나은 주
택을 장만할 수 있다. 이
도시에서는 수영장이 있는
5개 침실의 넓은 주택, 에
얼리 비치(Airlie Beach)
의 멋진 전망을 가진 4개
침실 주택 구매가 가능하
며, 열대우림 휴양지 분위
기가 풍기는 누사(Noosa)
인근에서도 4개 침실의 좋
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B1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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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먼 북부의 유명 휴양도시 케언즈(Cairns)에서는 더 나은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 사진은 케언즈의 에얼리 비치(Airlie Beach) 바로 앞에 위치한 4개 침실 주택. 최근 시드니 중간 가격(159만 달러) 이하에 판매됐다. 사진 : RayWhite Whitsunday

▶B6면에서 이어받음

멜번(Melbourne,
Victoria)의 중간 주택가격
은 약 109만2,000달러이
다. 만약 시드니 중간 가격
규모의 예산으로 멜번에서
주택을 찾는다면 멜번에서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은

교외지역인 도심 동쪽 블
랙번(Blackburn. 155만
달러)의 4개 침실 주택, 칼
튼(Carlton. 152만5,000
달러)이나 세인트 킬다(St
Kilda. 150만7,500달러)
에서 2~3개 침실을 가진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

광역 멜번을 벗어나 모
닝턴 반도(Mornington
Peninsula)로 가면, 수영
장을 갖춘 4개 침실 주택,
시골 지역인 뉴 기스본
(New Gisborne)으로 가면
10에이커 부지를 가진 4
개 침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멜번에서 멀지 않
은(남서부 100km 거리)
작은 도시 토키(Torquay)
에서는 해안에 자리한 5개
침실 주택을 찾아볼 수 있
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회
사 ‘Belle Property’의

데이빗 필립스(David
Phillips) 에이전트는
“15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라면,
토키에서는 4개 침실, 2개
욕실이 있는 양질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
다.
그에 따르면 팬데믹 기
간 동안 멜번은 물론 다른
주에서의 이주자가 늘어남
에 따라 토키의 주택가격
이 크게 치솟았다. 토키의
중간 주택가격은 올해 3월
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무
려 40%가 올라 현재 126
만 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타스마니아 제2의 도시
론세스톤(Launceston) 북
쪽 ,
그 린 델 왈 드
(Grindelwald)에서는 아주
넓은 부지의 4개 침실 주
택이 최근 160만 달러에
매매됐다.

▶B12면으로 이어짐
멜번(Melbourne)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토키(Torquay)는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높아졌지만 시드니 중간 가격으로 얼마든지 좋은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토키에서 159만 달러에 매매된 5개 침실의 해안가 주택. 사진 : Belle Property Ge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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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마니아 제2의 도시 론세스톤(Launceston) 북쪽, 그린델왈드(Grindelwald)에서는 아주 넓은 부지의 4개 침실 주택이 최근 160만 달러에 매매됐다. 사진 : Knight Frank

▶B10면에서 이어받음

타스마니아 수도인 호바
트(Hobart)로 간다면, 이
보다 더 작은 주택을 살 수
밖에 없지만 호바트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교
외지역(suburb) 중 하나인
샌디베이(Sandy Bay. 140
만 달러)에서 썩 괜찮은 주
택을 마련할 수 있다. 호바
트 기반의 중개회사
‘Knight
Frank
Tasmania’의 아비 프리
먼(Abi Freeman) 에이전
트는 “다만 어느 정도 보
수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마니아는 최근 수년
사이 주택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지역이다. 프
리먼 에이전트는 “2년 전
까지만 해도, 159만 달러
의 예산이라면 샌디베이에
서 바다가 보이는 최고 위
치의 3~4개 침실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덧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다른 주
(State)에서 타스마니아로
이주하는 이들이 찾는, 비
교적 괜찮은 패밀리 주택
은 대개 이 정도 가격
(150~160만 달러)에서 거
래된다. 샌디베이 인근의
배터리 포인트(Battery
Point)에서는 최근 대대적
으로 개조된 3개 침실의
19세기 중반 코티지가
159만 달러에 판매됐다.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로 간
다면, 북부 해안에 자리한
교외지역 트리그(Trigg.
157만 달러)의 중간 가격
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질
수 있다. 3개 침실에 수영
장 시설이 있는 트리그의
주택이 올해 초 이 가격보
다 다소 낮은 금액에 거래
된 바 있다.
퍼스 남쪽으로 약 47km
거 리 ,
록 킹 엄
(Rockingham)의 완보
(Warnbo)에 있는 4개 침
실 주택, 마가렛 리버
(Margaret River)의 녹음
우거진 곳에 있는 3개 침
실 주택, 록킹엄의 케이블
비치(Cable Beach)에 자

호바트(Hobart, Tasmania)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교외지역(suburb) 중 하나인 샌디베이(Sandy Bay. 중간 가격 140만
달러)에서도 아주 괜찮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거래된 일프라콤 크레센트(Ilfracombe Crescent) 상의 주택.
사진 : Knight Frank

리한 수영장 딸린 5개 침
실 주택이 최근 155만 달
러에 거래됐다.
시드니에서 다른 주
(State)로 가지 않고 NSW
주 지방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
매가 가능하다. 다만 북부
해안의 휴양도시 바이런
베이는 최근 수년 사이 급
격한 가격 상승으로 현재
시드니를 웃도는 180만
달러의 중간 가격을 기록
한 상태이며, 남부 키아마
(Kiama) 또한 전염병 사태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올
라 중간 가격은 거의 160
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외 작은 도시
들에서는 프리미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시드니 북
쪽, 약 390km 거리에 위
치한 포트 매콰리(Port
Macquarie)의 수영장이
있는 4개 침실 주택이 최
근 153만5,000달러에 거
래됐으며, 퀸즐랜드 주 경
계와 가까운 북부 얌바
(Yamba)에서는 4개 침실
의 고급 주택이 151만
2,000달러에, 미드 노스
코스트 지역( Mid North
Coast region)의 포스터
(Forster)에서는 해안가에
자리한 3개 침실 주택이
최근 157만 달러에 매매
됐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서부호주(WA) 주에서는 어느 지역(suburb)에서든 해안에 자리한 프리미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사진은 퍼스(Perth) 남
쪽으로 약 47km 거리, 록킹엄(Rockingham)의 완보(Warnbo)에 있는 4개 침실 주택. 이 주택은 최근 155만 달러의 매매
가를 기록했다. 사진 : RayWhite Rockingham Baldi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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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주말 경매- 글리브 ‘Toxteth Estate’의 오랜 주택, 270만 달러에
잠정가격(260만 달러)에서 10만5천 달러 높아져... 718채 매물, 낙찰률은 53.6%

이달 들어 3주 연속, 시드니 주말 경매가 50% 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달 셋째 주말인 지난 18일(토) 시드니에서는 718채의 매물 가운데 134채가 경매를 철회했으며, 낙찰률은 53.6%로 잠정 집계됐
다. 사진은 이날 270만5,000달러에 낙찰된 글리브(Glebe) 소재 주택. 사진 : BresicWhitney

도심 인근, 글리브
(Glebe)의 ‘Toxteth
Estate’에 있는 빅토리아
풍의 오래된 주택이 270
만5,000달러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3개 침실을 가
진 이 주택은 너무 낡아 거
주하기 전 대대적인 개조
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럼에도 글리브에 거주하는
4명의 예비 구매자가 입찰
한 이 주택은 잠정가격
(260만 달러)에서 10만
5,000달러가 오른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졌다.
오래되고 낡은 이 주택
은 지난 주말(18일) 시드
니 전역에서 진행된 718
채의 경매 매물 중 하나였
다. 이날 저녁 부동산 정보
회사 ‘도메인’(Domain)
에 보고된 476채의 경매
결과는 53.6%로 집계됐
다. 이날 매물로 등록됐던
134채는 경매가 철회됐다.
230만 달러의 입찰 가이
드라인이 설정됐던 글리브
소재 주택 경매에 앞서,

‘BresicWhitney’ 사의
토마스 맥글린(Thomas
McGlynn) 경매사는 입찰
이 시작되기까지 몇 분을
기다렸다. 예비 구매자들
이 선뜻 가격 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입찰
가는 5만 달러씩 상승하다
잠정가격을 넘기면서 제시
금액은 5천 달러씩 낮게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270
만5,000달러를 내놓은 한
가족에게 낙찰이 결정됐
다.

글리브(Glebe)의 ‘Toxteth Estate’에 있는 빅토리아 풍의 오래된 주택은 상당히 낡은 상태로 경매에 나왔으나 잠정가격(260만 달러)에서 10만
5,000달러 높아진 금액에 낙찰됐다. 사진 : BresicWhitney

매매를 맡은 ‘BresicWhitney’
사의
섀넌
위트니
(Shannan Whitney) 에이
전트는 “4명의 입찰자 모
두 ‘Toxteth Estate’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면서 “이 주거단지는 워
낙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도심 지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위트니 에이전트는 이어
“예비 구매자들에게는 매
우 매력적인 곳이며, 오늘
낙찰 받은 가족은 운이 좋
았다”면서 “불과 몇 개
월 전만 해도 경매를 통해
이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
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것
은 1970년으로, 당시 매매
가는 1만3,000달러였다.
‘도메인’ 자료를 보면
현재 글리브의 중간 주택
가격은 232만6,000달러이
다.
이스트 킬라라(East
Killara)에서는 5개 침실을
가진 주택이 532만 달러
의 매매가를 기록했다. 스
프링데일 로드(Springdale

Road) 상에 있는 이 주택
에는 12명의 예비 구매자
가 입찰했으며, 입찰 가이
드라인은 450만 달러였다.
경매를 맡은 ‘Menck
White Auctioneers’ 사
의 클래런스 화이트
(Clarence White) 경매사
에 따르면 입찰이 시작된
후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약 35분의 긴 시간이 소요
됐다.
입찰자 가운데 5명이 경
가격 쟁을 벌인 이 주택 경
매는, 화이트 경매사의 말
을 빌면 “입찰가 상승은
좋았지만 속도는 더디게
이루어졌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경매 결과는 약
6개월 전에 보았던 것처럼
높은 가격의 거래”라고
덧붙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
은 지난 2000년 80만
1,000달러에 매매됐다. 현
재 이스트 킬라라의 중간
주택가격은 330만 달러이
다. 고든의 매킨토시 스트
리트(McIntosh Street,
Gordon) 상에 있는 4개
침실 주택은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한 가족에게 매각
됐다. 낙찰가는 441만 달
러였다. 350만 달러의 입
찰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이 주택 경매에는 10명이
입찰했으며, 이들의 적극
적인 가격 제시가 이어진
끝에 점정가격을 크게 넘
어선 금액에 거래가 이루
어졌다.
매매를 맡은 ‘LJ
Hooker Gordon’의 징
펭(Jing Peng) 에이전트는
“예비 구매자들은 금리
인상과 시장 위축에 긴장
하면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높은 금
액을 지불한다”고 말했
다.

▶B1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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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킬라라(East Killara)의 5개 침실 주택(사진)은 이날 532만 달러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사진 : Marshall.
Chan. Yahl North Shore

▶B13면에서 이어받음

이 주택은 지난 2010년 마지막
으로 거래됐으며, 당시 매매가는
131만5,000달러였다. ‘도메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고든의 중
간 주택가격은 316만5,000달러
이다. 이는 올해 3월까지 지난 12
개월 사이 24.1%가 상승한 것이
다.
피터샴(Petersham)에서는 첫 주

택구입자가 227스퀘어미터의 작
은 블록에 자리한 2개 침실 주택
을 139만 달러에 구매했다. 크리
스탈 스트리트(Crystal Street) 상
의 의 주택 경매에는 7명의 예비
구매자가 입찰했으며, 이들 중 4
명이 가격 경쟁을 이어갔다.
115만 달러에서 시작된 경매는
빠르게 높아져 금세 잠정가격
(136만 달러)를 넘어섰고, 마지막
에 3만 달러 높아진 139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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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의 매킨토시 스트리트(McIntosh St, Gordon) 상에 있는 4개 침실 주택. 잠정가격을 훌쩍 넘은 441만 달러
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진 : LJ Hooker North Shore

제시한 첫 주택구입자에게 낙찰됐
다. 애초 벤더(vendor)가 제시한
잠정가격은 140만 달러였으나 현
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 4만
달러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를 진행한 ‘Ray White
Petersham’의 니콜라스 아레나
(Nicholas Arena) 에이전트는 “
현 상황에서 판매자가 거래를 성
사시키려면 너무 높은 잠정가격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은 지난
1995년, 25만 달러에 매매된 것
이 마지막 거래였다. 피터샴의 중
간 주택가격은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 동안 14.5%가 높아져 193만
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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