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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50베이시스포인트 또 인상, 4개월 연속
필립 로우 RBA 총재, “추가 상승 가능성 배제 못해”... 경기침체-불황 우려 ‘인정’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돼 현재 호주 이자율은 1.85%로 설정
됐다. 이런 가운데 “2024년까지는 금리가 0
에 가까울 것”이라는 RBA의 이전 발언이 비
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9개월 만
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는 RBA 필
립 로우(Philip Lowe) 총재. 사진 :
Instargam / reservebankau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AB)
이 이달에도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
행했다. RBA는 매월 첫
주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
를 갖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0월 0.25%이
던 것을 11월 0.1%로 인
하, 사상 최저의 낮은 이자

율을 이어오던 RBA는 19
개월 만인 지난 5월
0.25%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 6월부터 이달까지 세
달 연속 각 0.5%포인트를
올려 현재 기준금리를
1.85%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달까지 네 번
째 이자율 상승이 올해 마
지막 인상이 아니라는 점
에서 소비자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RBA의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회의 후 미
디어 브리핑에서 “이사회
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통
화 상황을 정상화 하는 과
정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사전 설정된 경로에 있지
는 않다”고 말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단정할 수
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
하다는 것이다.
이어 총재는 “향후 금

리 인상 규모나 시기는 우
리(RBA)가 확보하는 데이
터와 인플레이션 수치 및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이
사회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목표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로우 총재는 물가
상승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경제 침체 또는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
을 인정했다. 그는 “이사
회는 안정적인 경제 상태
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3% 범위로
되돌리는 것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
혔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
은 금리 임상으로 인한 호

주 경제의 많은 위험이 부
분적으로는 RBA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기준금리가 적어도
2024년까지 ‘0’에 가깝
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는 RBA의 이전 발표 때문
이다.
경제 컨설팅사인 ‘EQ
Economics’의 워렌 호
건(Warren Hogan) 대표
는 “아마도 첫 주택구입
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
고 있을 것”이라며 “주
택시장에 처음 진입한 이
들의 경우 높아지는 금리
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인
‘RateCity’ 자료에 따르
면 이번 금리 인상이 은행
의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면, 50만 달러의 주택대출
금을 안고 있는 경우 월 상
환액은 140달러가 더 늘

어난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의 금리 인상에 따라
50만 달러 대출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월 472달
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RBA의 움직임을 촉발시
킨 것은 근래 급격히 높아
진 인플레이션이었다. 이
로 인한 빠른 이자율 상승
으로 소비자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 경지 침체기에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
했다는 분석이다. 각 대도
시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방
지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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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교육부, 초등학교 내 방과 전후 돌봄 서비스 확충
현재까지 47개 ‘OSHC 허브’설치... 향후 4년간 160개로 확대 계획

NSW 주 교육부는 향후 12개월 내 44개의 방과 전후 학생 돌봄 ‘허브’(Outside School Hours
Care Hub)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NSW 전역에는 47개의 OSHC Hub가 마
련되어 있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OSHC Hub에서 교사와 함께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기는
학생들. 사진 : Camp Australia

향후 12개월에 걸쳐 주 전
역의 학교에 44개의 새로운
‘OSHC(Outside School
Hours Care) Hub’가 설치
될 계획에 따라 NSW 학생
과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방과 전후 돌봄 서비스 이용
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NSW 교육-유아학습부
사라 미첼(Sarah Mitchell)
장관은 ‘허브’로 불리는

특수 목적시설은 방과 후 보
육 시설(OSHC) 확충 목적
으로 NSW 정부가 약속한 4
천만 달러의 일부라고 말했
다.
주 교육부는 지난 달(7월)
마지막 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OSHC 확충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NSW 주
전역에 90개 이상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최대 4,800명

의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시
설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
했다.
현재 OSHC Hub는
Burwood
Public,
Carlingford Public, Epping
Public, Newington Public
School 등 47개 학교에 설
치되어 있다.
미첼 장관은 “모든 허브
에는 놀이 공간, 사무실, 화
장실 및 주방이 갖추어져 학
생들은 안전하고 재미있는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학부모에게 필요한 탄력성
을 제공한다”면서 “NSW
정부는 2019년 이래 지속적
으로 방과 전후 보육 시설을
추가 공급, 수요가 많은 지
역에 거주하며 직장에 나가
야 하는 가족들을 돕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
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허브’ 중 10개는
홍수 복구를 돕고 또한 보금

자리를 잃은 OSHC 및 유치
원 서비스에 숙박 시설을 제
공하고자 일시적으로 NSW
주 북부, 노스코스트(North
Coast) 지역에 재배치됐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NSW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학교
인프라에 86억 달러를 투자
하고, NSW 전역의 커뮤니
티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및
업그레이드된 160개 학교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
진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이래 제공된 프로젝트에 대
한 91억 달러 투자에 이어,
공교육 인프라에 177억 달
러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이
다.
▶47개 OSHC Hub가 있
는 공립 초등학교 리스트는
한국신문 홈페이지 관련 기
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3면에서 이어받음

금융비교
사이트
‘Canstar’의 금융 전문
가 스티브 미켄베커(Steve
Mickenbecker)씨는 “최근
호주 통계청(ABS)이 집계
한 자료를 보면, 6월 신규
주택대출은 전원에 비해
4.4% 하락했다”면서 “주
택담보 대출을 둔화시킬 만
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한 적은 없
다”고 말했다.
■ 호주 기준금리 변화
2018년 2월 : 1.50%
2019년 7월 : 1.00%
2019년 10월 : 0.75%
2020년 3월 4일 : 0.50%
2020년 3월 20일 : 0.25%
2020년 11월 : 0.10%
2022년 5월 : 0.35%
2022년 6월 : 0.85%
2022년 7월 : 1.35%
2022년 8월 : 1.85%
Source : RBA
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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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변호사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변호사

KNA1805

1591년 셰익스피어의 희극 헨리6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모두 사

민법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에게 형사

이 되기도 하고 신뢰를 잃을때 치명적

세 에 나오는 The first thing we do,

이비 종교 신자들이다. 오직 하나님

소송을 의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let’s kill all the lawyers (제일 먼저

만 전지전능 하시다. 일단 호주에는

형사업무를 자청하는 이민변호사도

변호사들이 전문직 생활 마지막 즈음

변호사들을 모두 죽이자) 대사는 몇가

한국에서와 같은 사법고시나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다.

전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세

지 충격을 던진다.

먼저 임진왜란

시험 제도가 없다. 법대를 졸업하면

법대 교수가 최고라 생각하고 소송

익스피어가 제일 먼저 죽여야 한다고

(1592년) 전에 영국에서는 이미 변호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데 어려

을 맡기는 순진무구한 사람들도 있다.

주장했던 변호사들이 직업을 바꾸어

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영

움이 없다. 그래서 변호사 되기란 어

(더이상) 할수 없을때 가르치는 것이

새로운 가면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국의 변호사들은 당시 이미 사회적으

이없이 수월하여 변호사 숫자도 많다.

다. 변호사도 일종의 행동 예술가로

그렇게 되면 이 직업은 변호사보다 더

로 큰 영향력을 가진 부류였다는 것이

호주에서 소위 검사는 검찰청(DPP –

서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법정에서,

나쁘다는 선입견을 모면할수 없게될

다.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에서

판사앞에서, 상대편 변호사들과 글과

수도 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종종

셰익스피어 전문가들의 소견은 두

일하는 변호사(Solicitor)일 뿐 배리스

말로 싸워야 하는 현역일때가 최고다.

전업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가지로 셰익스피어가 당시 부패하고

터도 아니다. 그래서 형사업무만 처

변호사들에게 가장 싸게, 가장 빨

부도덕한 변호사들을 비난했다는 견

리하는 검찰청에서는 중범죄 재판 진

리, 가장 유능한 업무처리를 기대하는

해와 연극의 맥락상 사회를 뒤엎기 위

행을 일반 배리스터에게 의뢰하곤 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변호사뿐

해서는 법과 질서 유지에 공헌하는 변

다. 한국 검사의 과장된 위상과 철처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호사들을 제거하는것이 지름길이라는

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평생토록 형

들은 3가지중 2가지만 제공할수 있

일종의 칭찬이라는 것이다. 동서고금

사건에 연류된 사람이 인구의 10%

다. 싸게 빠른 업무는 비지떡이고, 빠

을 막론하고 의사들을 없애자는 말을

미만임을 감한할때 검사의 역할은 적

르게 잘 처리하려면 다른 고객업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변호사들은 사회

을수록 좋은 사회, 국가일것이다.

제쳐놓을수 밖에 없기에 비싸질수 밖

적 원흉에서 희생양을 오고가니 사회

형사건 담당 검사로 10년을 보낸 수

에 없고, 값싸게 유능한 일처리를 부

의 중요한 일원임에는 틀림없다. 그

재는 형사소송 전문가일뿐이다. 삼성

탁하는 고객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렇지만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과 애플이 특허건으로 세계각처에서

주고싶은 마음이 생길까 ?

21세기에 들어서고도 22년이 지난

소송을 할때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

이유불문하고 역사적으로 변호사들

현재 아직까지도 변호사들은 전지전

문을 구하지 않는다. 위암수술을 신

은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직업이 되고

능(全知全能) 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외과 전문의에게 맡기지 않듯이 이

말았다. 돈과 관련하여 경멸의 대상

한국이

건 호주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정
치가라고 부른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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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시드니 동포들, 기념집회 예정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주관, 7일(일) Ashfield Uniting Church서
피해 여성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얀 러프 오헌 서거 3주기 추모 행사도

올해로 제10차를 맞는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기해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주관으로 시드니 집회가 마련
된다. 사진은 올해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 사진 : 시드니 평
화의 소녀상 연대 제공

오는 8월 14일은 제10차 세계일
본군’위안부’기림일(이하 ‘기
림일’)이다. 이 날은 지난 1991
년 8월 14일, 고(故)김학순이 약
반세기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

학순입니다.”라며 일본군 성노예
로서 겪었던 끔직한 기억을 세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용기 있는 행
동을 기억하고 전 세계 일본군 ‘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피
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
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
니들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뜻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2013년
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림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기림일 행사가
올해로 제10차를 맞는 가운데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용기
와 삶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 과정에 많은 한인 동포들과
호주 현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
도록 오는 8월 7일(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애쉬필
드 유나이팅 교회(Ashfield
Uniting Church, 담임목사 Bill

Cruise)에서 시드니 세계일본군‘
위안부’기림일(이하 ‘시드니 기
림일’) 기념 집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오
후 1시까지 이어지며, 1부 기림일
특별예배를 시작으로, 스모킹 세
레모니(smoking ceremony)로 시
작되는 2부 순서의 기림일 문화행
사와 무료 바비큐 제공으로 이어
진다. 시드니 기림일 문화행사에
는 시드니 풍물패 ‘필굿’, 시드
니 민중가요 노래패 ‘하날소
래’, 시니어 하모니카 연주팀 ‘
하사모’가 함께한다.
한편 이날 시드니 기림일 기념
집회에는 호주 유일의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
가였던 고(故) 얀 러프 오헌(Jan
Ruff O’Herne, 1923-2019)의
서거 3주기를 기리는 추모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고(故) 얀 러프 오
헌은 호주인이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한 유럽계 백인 여
성으로, 성노예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여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 침해 문
제를 아시아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
여했다.
시드니 기림일 행사에서는 오헌
여사가 서거하기 전 딸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로 작곡해 불렀던
‘Remember Me’ 노래 합창과
생전의 활동에 대한 소개 시간도
마련된다.
■ 시드니 기림일 집회
-일시 : 8월 7일(일) 오전 10시-1시
-장소 : Ashfield Uniting
Church(180 Liverpool Road,
Ashfield)
-문의 : 0434 800 380,
info@fcwsydney.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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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스 총리,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관련 ‘국민투표’ 제안
Arnhem Land의 ‘Garma Festival’서... ‘울룰루 성명서’의 우선순위 이행 밝혀
주 전역 각 원주민 지도자들이 모인
울룰루에서 채택된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의 핵
심 내용이다.
지난 7월 31일, 호주 언론들 보도
에 따르면 지난 달 마지막 주 호주
북동부 안엠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한 알바니스 총리
는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이하 ‘The
Voice) 구성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헌법에 어떻게
명시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If not now, when?’... 지난 7월 마지막 주, 호주 최북동부 안엔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
에 참석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축제 연설에서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의 의회 내 상설 구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한 이른 시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르마 축제에서 연설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
리가 호주 원주민의 정부에 대한 우
선순위 요구인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와 관련, 이
의 이행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를 밝힌 데 이어 이들의 요구를 헌

법에 추가하기 위한 내용을 공개했
다.
이는 연방 의회 내에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상설기구
를 구성해 달라는 원주민 커뮤니티
의 요구 사항으로, 지난 2017년 호

▲ ‘ I n d i g e n o u s Vo i c e t o
Parliament’ 과정= 지난 2017년 호
주 전역 원주민 지도자들의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시작됐다. 그해
5월, 울룰루(Uluru)에 모인 250명
의 각 지역 원주민 대표들은 며칠간
의 회의 끝에 440단어로 된 성명서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합의했다. 5월 26일(이
날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
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발표된 이 성명서는 연방의회에 원
주민의 요구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
을 촉구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1967년도의 국민투
표를 참고한 것으로 당시 자유-지
방당(Liberal-Country Party) 연
립 정부의 해럴드 홀트(Harold
Holt) 총리는 ‘원주민을 위한 특
별법 제정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
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상 원
주민을 호주 인구에 포함할 것인
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90.77%의 투표율 및 6개 주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 The Voice는 무엇인가= 연방정
부의 원주민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원주민 대표 상설 기구를 말한다.
▲ 연방정부가 헌법에 추가하고
자 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해 알바니스 총리가 헌법
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The Voice’라는 기구가 만
들어져야 한다, △‘The Voice’
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회는 이 헌법에 따라 ‘The
Voice’의 구성, 기능, 권한 및 절
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3가지이다.

▲ 국민투표에 부칠 내용은= 정부는
이의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이다.
그것은 ‘The Voice를 구체화하는
헌법 수정을 지지합니까?’라는 것
이다.
알바니스 총리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했다. 총리는 가르마 페스티발 연설
에서 “우리(호주)는 그 여정을 갈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투표는 언제 하나= 울룰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을 작성한 원주민 대표들은
2023년 5월 또는 2024년 1월에 국
민투표를 실시한 것을 추진하고 있
다. 2023년 5월 27일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한 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의 세부
사항에는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알바니스 총리가 헌법에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 중 ‘의회가 The
Voice의 구성, 기능, 권한 및 절차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라
는 부분이 그것이다. 알바니스 총리
는 ‘The Voice’가 의회 내 ‘제3
의 의회’(a third chamber of the
parliament)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이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가 발표되던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자유-국민 연립
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는 “The Voice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필
연적으로 ‘제3의 의회’로 간주되
기 때문”(it would inevitably
become seen as a third chamber
of parliament)이라고 말했었다.
그런 반면 알바니스 총리는 이 기
구가 의회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총리는 지난 달 31일(
일) 아침 ABC 방송 ‘Insiders’(동
방송의 일요일 아침 뉴스-시사 프
로그램)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구
는 연방의회 위에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며 의회와 동등하지도 않고 또
의회 권력을 나누어갖는 기구가 아
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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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관련 혈액검사... 호주 성인 COVID-19 감염 비율 최소 46% 달해
커비연구소 등 전염병 연구원들의 올해 두 번째 COVID-19 유병률 조사 결과
18-29세 연령 그룹에서 감염률 크게 높아, 다음 ‘혈청 조사’는 8월 말 실시 예정
COVID-19 항체에 대한 가장
최근의 혈액검사 결과 올해 6월
초까지 최소 46%의 호주 성인이
COVID-19에 감염되었던 것으
로 추정됐다.
연구원들은 SARS-CoV-2 바
이러스 항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기증 혈액을 테스트하는 두 번째
‘혈청 조사’(serosurvey. 전염
병에 대한 감수성 또는 면역을 선
별하기 위한 혈청학적 검사에 의
한 집단조사)를 실시, 감염률이
17%로 추정되었던 지난 2월 말
이후 감염자가 거의 세 배가 되었
음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연구원 중
하나인
커비연구소(Kirby
Institute)의 도로시 마할렉
(Dorothy Machalek)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지역
사회 전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
졌지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
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4월 호
주 국경의 완전한 개방과 함께 호
주는 방역 규정을 더욱 완화했으
며 많은 이들이 마스크 착용 없이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면서 “
겨울로 접어들면서 실내에서 지내
는 등 사람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낮은 검사비율, 무증상 사
례나 가정에서 실시하는 빠른 항
원검사(RAT)를 통해 드러난 결과
가 보건 당국에 보고되지 않을 가
능성도 있다.
미할렉 박사는 “이 같은 혈청
조사가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것
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감염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
다 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젊은층에서 감염률 높아
빅토리아(Victoria), NSW, 퀸즐
랜드(Queensland) 및 서부호주

전염병 연구원들에 의한 가장 최근의 ‘혈청 조사’(serosurvey) 결과 COVID-19 감염률이 17%로 추정되었던 지난 2월 말
이후에서 6월 초 사이 신규 감염자는 거의 세 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호주 성인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다.
사진 : Lifeblood

(Western Australia)에서 기증된
혈액을 조사한 이전 결과를 보면,
18-29세 연령 그룹에서 61.7%
로 가장 높았으며 70-89세 사이
에서는 25.7%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염자는 감소한 것으
로 조사됐다.
최근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특
히 서부호주(WA) 헌혈자의 과거
감염 증거가 3개월 동안 0.5%에
서 37.5%로 크게 증가했음이 확
인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 관련
항체를 찾아내고자 18-89세 사
이 헌혈자의 익명화된 혈액 샘플
5,139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두 가지 유형
의 항체가 테스트되었다. 이중 바
이러스의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
(nucleocapsid protein)에 대한
항체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감염
징후를 나타내는 반면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항체는 과
거 감염 또는 백신접종 상태를 보
여준다.
조사를 위한 혈액 샘플은 지난 6
월 9일부터 18일 사이에 채취된

것이었다.
마할렉 박사는 이 조사와 관련,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조
사와 테스트는 100% 민감하지
않다”면서 “우리(연구원들)는
아마 감염의 최대 20%를 놓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감염사례 증가 전망
‘Australian Red Cross
Lifeblood’에서 기증된 혈액에
대한
다음의
‘혈청
조
사’(serosurvey)는 8월 말경 시
작될 예정이다. 마할렉 박사는 “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순
환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을 전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서 항체 수
치가 안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마할렉 박사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면역
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
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COVID-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
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감염 위
험이 있는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
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
인 폴 켈리(Paul Kelly) 박사는 이
번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전
염병 대응을 알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혈청 조사 자료는
COVID-19에 대한 국가 방역 계
획(‘Australian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Plan for
COVID-19’)에 따라 연방정부
및 각 주-테러토리 정부에 제공
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실시된 이번
조사는 NSW대학교와 제휴해 질
병연구를 수행하는 커비연구소
(Kirby Institute) 및 국립 면역연
구-감시센터(National Centre
for Immunisation Research and
Surveillance) 주도로, Lifeblood
와 Doherty Institute, NSW
Institute of Clinical Pathology
and Medical Research, 웨스트미
드 병원, 기타 각 의료연구 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사용한 잔
여 헌혈 샘플은 호주 전역
‘Lifeblood’에서 제공받았으며
헌혈자의 연령, 성별 및 거주지 우
편번호는 식별 정보에서 분리했
다. 때문에 각 샘플 결과를 헌혈자
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커비연구소((Kirby Institute)와 국립 면역연구-감시센터(National Centre for Immunisation Research and
Surveillance)를 중심으로 각 연구기관이 참여한 올해 두 번째 COVID-19 유병률 조사에는 호주 전역 ‘Lifeblood’ 처리센터
의 잔여 혈액 샘플이 사용됐다. 사진 : Lifeblood

A14

The Korean Herald
5th August 2022

COLUMN

가언과 진언 사이- 25

대선, 후반전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지
지율이 20%대로 급락하
는 등 위기상황을 맞고 있
다. 원칙적으로 정부와 대
통령은 지지율의 변동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한
다.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휘둘리면 국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윤 정부는 일단 이런 원칙
을 접어두고, 무조건 지지
율을 올리는 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워낙
취약한 권력기반을 갖고
있어 국민의 지지 말고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초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존재는 일종의 천형이다.
국회해산권이 없어 이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곧장 절름발이 정부가 된
다. 입법이 필요한 어떠한
개혁도 불가하며 심지어
국회가 정부 시책을 막기
위해 대항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법률안 거부권
이 있지만 거야 앞에서는
약간 따끔한 딱총에 불과
하다. 이들과의 상생 가능
성은 이미 정부 출범 전 ‘
검수완박’ 입법에 의해
물 건너갔음을 잊지 말아
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에 대한 반대세력이 민주
당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사법부, 행정부, 정부 기
관, 언론사 등에 시퍼렇게
살아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일부 경찰이 집
단행동을 한 것처럼 계기
만 있다면 언제든지 움직
일 수 있는 세력이다. 행정
부를 감시하는 국회권력이
사실상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이
들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전염병, 전
쟁,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유가, 식량 에너지 대란,
공급망 교란, 기후이변 등
사상 유례가 없는 초복합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어 특별한 묘수가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
과 불안이 가중될 위험성
이 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은 크게 보아 반문, 반
민주당 정서에 기반한 정
권교체 열망으로 볼 수 있
다. 비록 0.74%라는 미세
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지
만, 어쨌든 다수 국민은 지
난 대선에서 윤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문재인 정
부의 실정과 실책을 바로
잡기를 원한 것이다. 그렇
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이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다.
정치 일정상 2024년 총선
에서 국회권력까지 교체된
다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
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3월
대선은 전반전이고 총선은
후반전으로 볼 수 있다. 결
국 현 시점은 윤석열 대통
령의 집권 초반기이면서
동시에 대선 후반전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대선이 내
용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지지율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을
생각해보라. 매주마다 요
동치는 지지율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절치부심했
던가. 단 한 표라도 더 얻
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
니며 발품을 팔고 온갖 정
책 아이디어를 내고 우스
꽝스러운 연출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던가? 이유는 단 한가
지였다. 선거에서 지면 모
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
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수완
박’ 때부터 대선 후반전
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은 대선 패배
로 패색이 짙은 지선을 확
실하게 포기하고 다음 총
선과 차기 대선을 준비하
는 노림수이다. 겉으로는
자당 대통령과 대선 후보
의 사법 리스크를 통제하

기 위한 무리수이지만, 본
질적으로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의
권력기반을 헝클어뜨리는
의도를 품고 있다. 다른 어
떤 조직보다 확실히 장악
가능한 검찰의 이빨과 발
톱을 제거함으로써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할 심산
인 것이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
가 되면 곧바로 윤정부의
실정을 물고 늘어지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의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
에 대처하고 하루속히 다
음 총선 정국으로 이행하
려고 할 것이다. 검찰은 ‘
검수완박’과 거야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고, 경찰은
대통령과도 맞짱을 뜰 태
세인데다 정부의 지지율까
지 폭락하고 있어, 야당의
의도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총선 정국
이 펼쳐지면 그때부터는
사법 리스크는 가라앉고
선거 결과에 따라 재부상
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졌잘싸’라고 말
할 정도로 선전했다. 국민
들은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자기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지지한다는 사실
이 검증됐다. 이것이 민주
당에게 대선에서 패한 이
재명을 중심으로 다시 똘
똘 뭉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승리를 거
둔다면 이재명 대표는 ‘
넥스트 프레지던트’ 위상
을 가진 독보적인 대선 후
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감히 사법 리스크 따위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
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
부는 집권 후반기를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숨만 쉬면서 보내야 할 수
도 있다. 전반전에 겨우 반
골 차이로 이기다가 후반

전에 한 골 먹고 경기 전체
를 내주는 격이나 마찬가
지이다.
현 정국을 대선 후반전
으로 이해한다면, 대통령
실과 장관 그리고 당직 등
모든 인사와 정책 등에 관
한 결정을 선거 승리라는
지상 목표로 수렴해야 한
다.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
사와 정책은 그 자체로 국
익과 민생에 부합될 가능
성이 높다. 아무리 쓰고 싶
은 사람이라도 선거 승리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버리고, 그 반대
라면 불편해도 중용해야
한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에 임하는
데 이런저런 사적 고려가
끼어들면 공멸뿐이다. 대
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면 어설픈 초보 집권 모드
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승
리 경험이 있는 선거 캠프
모드로 복귀할 필요가 있
다.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제대로 된 개혁 추진은 어
렵다. 정권의 프라임 타임
을 총선 승리 이후 1~1.5
년으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
면서 내실 있는 준비에 치
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논란이 되
고 있는 경찰국과 인사검
증관리단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내의 조직 개편을 두고도
온갖 정치적 공방이 벌어
질 정도로 권력 장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굳이 이를
추진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폐지하겠
다고 공약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 이 문제는 간단
하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은 받겠지만, 경찰국
과 인사검증단을 둘러싼
막대한 소모와 정쟁을 감
안하면 차라리 이를 감수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
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도 민정을 확대 개편해서
정부 조직을 틀어쥐면서
국정을 장악하는 게 용이
하다. 평소 신뢰하는 검사
들도 다른 생경한 부처로
억지로 보내는 대신 차라
리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등용한다면 흠잡을 수 없
는 인사가 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
힘의 당권 다툼 역시 대선
후반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과
체제라는 기준으로 정리되
어야 할 것이다. 후반전이
남아 있는데도 논공행상이
나 권력투쟁을 벌이는 인
물과 세력은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선거에 도
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
히려 극심한 해악을 끼치
기 때문이다. 치고 박고 싸
워도 표가 나오는 싸움을
해야 하고, 두 손을 잡고
얼싸안고 화합을 해도 표
가 나오는 화합을 해야 한
다. 지난 몇주 동안 우수수
표 떨어지는 소리가 소름
이 돋을 정도로 싸하게 느
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대선 승리로부터 점점 멀
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정치인의 눈에는
들보처럼 크고 단단해 보
여도 국민의 눈에는 이리
저리 정함 없이 흩날리는
티끌이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도도한 민심의
바다에 떠다니는 일엽편주
의 키 하나를 잡은 것에 불
과하니 어찌 두려운 마음
으로 국민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동철 / 변호사

A18

The Korean Herald
5th August 2022

INSIDE Magazine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50베이시
스포인트 또 인상, ·· A4면

제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시
드니 동포들, 기념집회 예정… A8면

지난 5월 말 출간된 어린이 챕터북 ‘Wylah the Koorie Warrior’가 호주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는 등 어린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인공인 원주민 소녀 전사 '와일라'(Wylah)는 어린이들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했다. 그림은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전사 와일라와 그녀의 친구 포(Po). 그림 : Richard Pritchard의 삽화, Allen & Unwin 제공

호주 어린이들의 새 영웅으로 부상한 원주민 소녀 전사 ‘와일라’
삽화가 들어간 판타지 소설 ‘Wylah the Koorie Warrior’, 아동도서 베스트셀러로
작가 Richard Pritchard-Jordan Gould, “강해야 했던 홀어머니에게서 영감 받았다”

최근 호주 어린이들에게 새로이 부상한 영웅이 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마블’ 시리즈의 영웅이 아니다. 호주 태생의 소녀이자 ‘
쿠리’(Koorie. 일반적으로 호주 원주민을 일컫는 용어) 전사이다.
이 영웅은 ‘Wylah the Koorie Warrior’라는 제목의 어린이 챕터북
(chapter book. 삽화를 담은 이야기 책)을 통해 만들어진 인물로, 이 삽
화소설은 ‘와일라’라는 이름의 소녀 전사가 지금의 빅토리아
(Victoria) 주 남서부 피크우롱(Peek Whurrong) 부족의 땅에서 펼치는
판타지 모험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지난 5월 31일을 기해 출간되었으며, 곧바로 호주 어린이
독자들을 사로잡아 불과 2개월이 안 되는 지난 7월 중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아동도서’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으며, 호주 대형서점인
‘Booktopia’와 ‘Readings’의 베스트셀러 차트 상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시리즈 1을 통해 와일라 전사의 모험에 빠져 있던 어린이 독
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 책의 작가인 라차드 프리차드
(Richard Pritchard)와 조던 굴드(Jordan Gould)씨가 앞으로 수년에 걸
쳐 새로운 캐릭터와 그에 맞는 새 모험의 전체 이야기를 구상했다는 것
이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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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머니 또한 마찬가
지”라는 그는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직접 해
결한다는 것을 갖게 됐
다”고 말했다.
진정한 호주의 영웅

‘Wylah the Koorie Warrior’ 공동 작가인 조던 굴드(Jordan Gould. 사진 왼쪽)와 리
차드 프리차드(Richard Pritchard. 사진 오른쪽)씨. 빅토리아(Victoria) 주 남서부,
워남불(Warrnambool)에 거주하는 이들은 어린 시절, 싱글맘과 함께 자랐다는 공통
점이 있으며 또한 그 어머니들의 강한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소녀 전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두 작가의 어머니가 큰 영감을 주었던 셈이다. 사진 : Allen &
Unwin 제공

▶18면에서 이어받음

두 공동 저자,
싱글맘에게서 영감 얻어
빅토리아 주 남서부, 멜
번(Melbourne)에서 약
260km 거리의 해안도시
워남불(Warrnambool. 이
소설에 등장하는 ‘Peek
Whurrong’ 부족의 활동
지역에 포함된다)에 거주
하는 두 공동 작가 프라차
드와 굴드씨는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
리를 키워 준 여성들을 통
해, 친절 그리고 용기를 가
진 원주민 소녀 와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리차드씨는 뉴질랜드
에서 3명의 형제와 함께
홀어머니와 함께 자랐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싱글
맘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
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
를 보며 경외심이 들었고,
모든 여성에 대해 존경하

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모성애가 강한 아
내와 딸이 있다”고 소개
했다.
굴드씨 또한 워남불에서
젊은 싱글맘과 함께 자란
원주민 피크우롱 부족 출
신이다. 그는 작가로서 이
름을 얻은 배경을 어머니
의 힘으로 돌리면서 “나
의 어머니는 16살 나이에
나를 낳았고, 자폐아
(autistic child)인 나를 키
우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그가
갖고 있던 자폐증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럼에도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자 했
다”는 굴드씨는 “그 덕
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고 덧붙였다.
프라차드씨는 굴드씨와
비슷하게 어린 시절의 여
러 경험이 창작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
다. “조던을 키워낸 여성
은 매우 강한 성격이었고,

리차드 프리차드 작가가 형상화 한 소녀 전사 와일라(Wylah). 이 동화책 제목의 ‘쿠리’(Koorie)는
호주 원주민을 일컫는 용어이다. 삽화 : Ritchard Pritchard 제공

프리차드와 굴드씨가 만
들어낸 ‘Wylah the
Koorie Warrior’는 금을
찾으려는 탐욕스런 인간의
지휘 하에 용의 군대의 침
략을 받은 한 부족의 어린
소녀가 용기를 얻고 이에
대항해가는 과정이 빠르게
전개되는 액션 어드벤처이
다.
‘와일라’라는 이름의
이 전사는 피크우롱 부족
을 위해 싸울 힘과 용기를
얻어야 했고, 그래서 자신
의 모계 조상이 가진 지식,
힘과 연결한다. 워남불 주
변을 흐르는 홉킨스 강
(Hopkins River)과 원주민
유산 지역인 모이질
(Moyjil. 일명 Point
Ritchie) 등 워남불의 랜드
마크와도 같은 자연 풍경
은 이 이야기의 주요 배경
이다.
프리차드씨는 “굴드씨
와 함께 ‘와일라’라는
소녀 전사를 등장시킨 판
타지 모험 이야기를 구상
했을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 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 책의 서문에서 “호주
의 모든 원주민과 비원주
민에게 ‘와일라’가 사
랑, 포용, 화합, 공감의 대
화가 시작되는 그릇이 되
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
은 이 때문이다.

조던 굴드씨의 어머니 시몬느 굴드(Simone Gould)씨와 어린 시절의 조던. 그의 어머
니는 워남불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온 원주민 ‘피크우롱’(Peek Whurrong) 부족 혈통
이다. 사진 : Jordan Gould 제공

또한 그는 원주민 문화
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뉴
질랜드 문화와 일치시키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원주민 문
화도) 어디에나 있고 높이
평가되며 학교와 정치에
뿌리내리고 있음은 물론
모두가 그 언어를 사용하
고 포용된다”는 게 그의
말이다.
호주의 유명 영화 연출
가인 조지 밀러(George
Miller) 감독을 비롯해 헐
리우드 영화인들과도 함께
작업한 바 있는 애니메이
터 프리차드씨는 자신과
굴드씨가 “사람들의 흥미
를 끌고 또한 호주인 모두
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캐
릭터를 만들어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
다.
그렇게, ‘와일라’는
실제 피크우롱 부족 여성
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프리차드씨가 사모
아(Samoa)계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면서 받은
영감에 기반하여 탄생된
캐릭터이다.

4만 년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영웅
굴드씨는 하이스쿨에 등
록했을 때, 어머니가 입학
신청 서류에 ‘원주민 혈
통’으로 표기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원주민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
워남불에 있는 공립 브라
우어 칼리지(Brauer
College)에 입학한 후 그
는 학교의 한 문화 프로그
램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클론타프’
(Clontarf)라는 이 그룹
은 원주민 출신 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은 제가
하이스쿨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12학
년까지 마칠 수 있게 했
다”고 말했다.

▶2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Wylah the Koorie Warrior’에서 묘사된 와일라 부족 마을인 ‘Peek Whurrong Village’. 이 책에 등장하는 배경은 워남불 지역의 자연 풍경을 모티브
로 했다. 그림 : Ritchard Pritchard 제공

A24

멜번(Melbourne)과 질롱(Geelong)을 연결하는 하이웨이 상의 대형 광고판에 게재된 ‘Wylah the Koorie Warrior’ 광고. 지
난 5월 31일 출간된 이 책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사진 : Allen & Unwin 제공

▶22면에서 이어받음

하이스쿨을 마친 후에는
워남불의 피크우롱 원주민
부족 장로인 로버트 로우
(Robert Lowe), 록키 에클
스(Locky Eccles) 삼촌으
로부터 피크우롱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이 어린이 소설의 이야
기에 묻어 있는 원주민 이
야기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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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며 수만 년 동안
빅토리아 주 남서부를 기
반으로 살아온 피크우롱
부족의 언어가 상당 부분
차용됐다.
프리차드씨는 이번 작품
을 만들기에 앞서 이전의
실수를 되새겼다. “여러
문화를 의미 없이 섞어냄
으로써 독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이름 없는 문화를 만
들어낼 수는 없었다”는

원주민 전사가 된 이 책의 주인공 와일라(Wylah)는, 탐욕스런 인간들이 이곳을 침입하기 전까지
만 해도 부족 마을(Peek Whurrong Village)의 천진난만한 소녀였다. 삽화 제공 : Allen & Unwin

두 공동 작가는 이 책에 등장하는 자연뿐 아니라 호주 고대 동물들을 인용해 묘사했다. 사진은 남부호주(SA) Naracoorte
Caves National Park에 만들어져 있는 디프로토돈(Diprotodon. 지질 시대 호주 지역에 살던 거대한 유대목 동물) 모형. 두
어린이는 프리차드씨의 자녀인 맥스와 시에라 프리차드(Max and Sierra Pritchard)이다. 사진 : Richard Pritchard 제공

것이다. 이 지역 원주민 이
야기를 차용하게 된 배경
이기도 하다. 그는 “와일
라를 ‘여기 모든 이들을
위한 공주가 있습니다’라
고 말하고자 여러 문화를
혼합하기보다는 모든 이들
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언
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캐릭터이어야 한다는 생각
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공동 작가
는 지역 원주민 원로들의
지식, 그리고 1880년대 쓰
여진 제임스 도슨(James
Dawson)과 그의 딸 이사
벨라(Isabella)가 남긴 원
주민 관련 기록에 크게 의
존했다는 것도 털어놓았
다. 제임스 도슨은 1840년
호주로 건너와 지금의 빅
토리아 주 야라(Yarra) 지
역에 정착한 뒤 목축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아마추어 민속학자로
이 지역 원주민 문화를 공
부했으며, 이들의 친구가

되어 원주민 권익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던 사람
이다.
자신들이 만들어 낸 ‘
와일라’의 성공에 대해
프리차드씨는 “인종 정치
(race politics)의 세계적
변화가 그 배경일 듯하
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전 세계에서 많
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
다”는 그는 “여성 인권
운동이기도 한 ‘Me
Too’, 인종차별 반대 움
직임인 ‘Black Lives
Matter’, 호주에서 일고
있는 ‘Change the
Date’가 있다”고 덧붙
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
늘날에도 원주민과 비원주
민 사이에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다”고 덧붙였
다.
‘Change the Date’는
호주가 국가 건국으로 기
념하는 ‘Australia Day’
를 변경해야 한다는 움직

임이다. 매년 1월 26일을
기리는 이 날은 영국의 첫
죄수선 ‘제1함대’(First
Fleet)가 지금의 록스
(Rocks) 지역인 시드니 코
브(Sydney Cove)에 도착
한 날이며, 호주에서 6만
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 커
뮤니티에서는 자신들의 영
토를 빼앗은 ‘침략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프리차드씨는 “와
일라는 원주민 문화와 다
시 연결하고자 하는 근본
적인 열망의 결과”라면서
“실제로 와일라의 강점은
바로 그 이야기는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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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회 맞는 ‘호주한국영화제’, 시드니 등 4개 도시서 총 13편 상영
8월 18일 시드니서 개막, 9월 11일(브리즈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 소개
‘칸의 남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등 엄선작 ‘눈길’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끈 한국영화 13편이 호주 관객들을 찾아간다. 시드니한국문화원은 올해로 13회를 맞는 ‘2022년 호주 한국영화제’를 마련하고 올해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헤어질 결심’을 비롯
해 남우주연상을 안긴 ‘브로커’ 등 각 장르별 엄선 작품을 호주 4개 도시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박찬욱 감독 작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 사진 : 시드니한국문화원 제공

올해에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한국 영화 우
수작들이 호주에서 선보인
다.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과 주시드니한국문
화원(원장 김지희, 이하 ‘
문화원’)이 주최하는 제
13회 ‘호주 한국영화
제’(Korean
Film

Festival in Australia,
KOFFIA)가 8-9월에 걸
쳐 시드니, 멜번, 캔버라,
브리즈번 4개 도시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호주 한국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한
국영화를 소개하며 영화를
매개로 한국문화 알리기에

힘써 왔다. 올해에도 ‘헤
어질 결심’과 ‘브로커’
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
나인 제75회 ‘칸영화
제’(Festival De Cannes)
에서 각각 감독상과 남우
주연상을 수상함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의 한국 영
화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한층 높아졌으며, 호주 한
국영화제에 대한 현지인들
의 기대감도 매년 커지고
있다.
관객들 심금 울리는
드라마 장르

올해 ‘호주 한국영화제’를 알리는 포스터. 이달 18일 시드니에서 개막하는 영화제는 다음달 11
일 브리즈번에서 막을 내린다. 사진 : 시드니한국문화원 제공

올해 칸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한류스타
아이유, 배우 강동원씨 주
연의
영화
‘브로
커’(Broker)는 ‘베이비
박스’ 시설에 버려진 아
이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고자 불법적으로 아
이를 빼돌리는 두 남성과
자신이 버린 아이를 다시
찾아온 미혼모, 그리고 이
들을 뒤쫓는 형사들의 예
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홍상수 감독의 26번째
영화이자 배우 이혜영에게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여
자최우수연기상을 선사한
영화 ‘당신 얼굴 앞에
서’(In Front of your

Face)는 미국에서 익명으
로 살고 있는 전직 스타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녀의
삶 중 24시간을 포착한 영
화로 올해 칸영화제에서
초연된 바 있다.
박찬욱 감독의 11번째
장편영화이자 그에게 칸영
화제 감독상을 선사한 영
화
‘헤어질
결
심’(Decision To Leave)
은 로맨스와 드라마뿐 아
니라 서스펜스와 미스터리
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
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 정상에서 추락
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수사하는
담당 형사는 사망자의 아
내와 만난 후 ‘의심과 관
심’의 감정을 동시에 느
끼게 된다.
류승완 감독이 선보인
‘모가디슈’(Escape
from Mogadishu)는 한국
이 UN가입을 위해 동분서
주하던 1991년, 소말리아
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일
촉즉발의 교전이 벌어지면
서 대사관에 고립된 남북
한 외교관들이 탈출을 모
색하는 긴박한 상황을 그
려나간다.
신수원 감독의 ‘오마
주’(Hommage)에서는
‘기생충’으로 유명세를
탄 배우 이정은씨가 잇따
른 흥행 실패로 슬럼프에

빠진 중년의 영화감독 지
완을 연기한다. 아르바이
트 삼아, 60년대 활동했던
한국의 두 번째 여성 영화
감독 홍은원의 작품 ‘여
판사’의 필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시간
속 여행을 하게 된다. 이
영화는 올해 ‘시드니영화
제’(Sydney
Film
Festival)에 공식 초청되기
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
자’(In Our Prime)는 학
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
북한 천재 수학자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영
재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
비원으로 살고 있는 이학
성(최민식 분)이라는 인물
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
하는 고등학생 한지우(김
동휘 분)를 만나면서 이야
기가 전개된다. 단순한 시
험 점수가 아니라 수학에
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
는 과정을 통해 감동과 공
감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영화이다.
2011년 초부터 한국 사
회의 수면 위로 드러나 수
많은 논란을 낳았던 ‘가
습기 사건’을 다룬 작품
도 소개된다. ‘공기살
인’(Toxic)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가족을 죽게 만들
었다’는 가슴 아픈 줄거
리로, 가습기 살균제의 온
갖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도 이득을 위해 판매한 회
사, 이를 묵인한 사람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진 후
에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했
던 이들의 얽힌 관계를 담
았다.

▶28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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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중 한 장면. 최민식씨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수학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영화이다. 사진 : 시드니한국문화원 제공

▶26면에서 이어받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범죄 장르
올해 호주한국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특
송’(Special Delivery)은
박대민 감독의 범죄액션물
로, 예상치 못한 배송사고
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특송 전문 드
라이버 은하(박소담 분)가
경찰과 국정원의 타깃이
되어 도심 한복판에서 추
격전을 벌이는 박진감 넘
치는 작품이다.
소설을 원작으로 탄탄한
줄거리와 신선한 반전 매
력을 선사하는 영화 ‘경관
의 피’(The Policeman's
Lineage)는 원칙주의자인
신입 경찰 민재(최우식 분)
가 광역수사대 반장 강윤(
조진웅 분)을 비밀리에 조

사하기 위해 그가 이끄는
팀에 언더커버로 투입되면
서 사건이 전개된다. 강윤
은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불사르는 반면, 민재
는 수사 과정의 정의로움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
념이 다른 두 인물의 대립
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인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부산 변두리의 작은 포
구 ‘구암’을 차지하고자
밑바닥 건달들이 치열한
생존 싸움을 벌이는 영화
‘뜨거운
피’(Hot
Blooded)는 한국식 느와
르 영화의 매력을 선보이
며 120분 간 관객들을 약
육강식의 폭력세계 한가운
데로 끌어들인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만 관객’ 달성에 성

공한 범죄 액션물 ‘범죄
도시2’(The Roundup)는
마석도(마동석 분) 반장과
금천서 강력반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역대급
범죄를 저지르는 강해상(
손석구 분)을 추적하며 벌
어지는 화끈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려낸 것이다.
긴장과 웃음 선사하는
판타지-로맨틱 코미디도
판타지 액션 영화 ‘유
체이탈자’(Spritwalker)
는 12시간마다 기억을 잃
고 새로운 몸에서 깨어나
는 남자 강이안(윤계상 분)
이, 자신이 왜 유체이탈을
하며 타인의 몸을 떠도는
지를 밝혀내고자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오가며
벌이는 힘겨운 과정을 보
여주는 작품이다.
유명 작가이자 교수이지

만 7년째 신작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김현(류승
룡 분)의 사생활에 대한 영
화
‘장르만
로맨
스’(Perhaps Love)는 사
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
하고 비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나
간다. 배우 겸 감독인 조은
지 감독은 올해 백상예술
대상에서 이 작품으로 신
인감독상을 수상했다.
김지희 문화원장은 “코
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
국 영화산업 또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상영작 총 13편을 선정
하는 데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많은 이
들이 극장을 찾아 호주 최
대 규모의 한국영화 축제
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
장은 “앞으로 더 많은 호
주 현지인들이 호주 한국

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의
폭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그 이면의 한국문화에 대
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
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
붙였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의
2022년 호주 한국영화제
는 주시드니총영사관, 주
호주한국대사관 협력으로
개최되며 아시아나항공,
한국관광공사, 호주현대미
술관(MCA), 라운드랩, 정
관장, 청정원 오푸드, 종가
집, ACMI 등이 협력사로
참여한다.
도시별 상영작 및 상영
일정, 관람 방법, 티켓 관
련 정보는 영화제 웹사이
트(www.koffia.com.au)에
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호주한국영화제
시드니 : 2022년 8월 18
일~8월 23일 / Event
Cinema George St
캔버라 : 2022년 9월 1일
~9월 3일 / Palace Electric
Cinema
멜번 : 2022년 9월 1일~9
월 5일 / ACMI, Fed Square
브리즈번 : 2022년 9월 8
일~9월 11일 / Elizabeth
Picture Theatre
-입장권 : 성인 $16,
Concession $12
-관련 웹사이트 : www.
koffia.com.au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유튜브 @
koreanfilmfestival, 트위터
@koffiafilmfest
-문의 : 02 8267 3400,
info@koffia.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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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스 총리는 ‘The Voice’가 의회 내 ‘제3의 의회’(a third chamber of the parliament)가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 연설을 위해 원주민 전
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메인 무대로 향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10면에서 이어받음

이어 총리는 “다만 이
기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폭압에 대한 무력
감’(the tyranny of
powerlessness)이라 말하
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라며 “원주민들은 지난
121년 이상 캔버라(국회)
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의
회는 이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모든 결정을 내려왔
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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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당은 “국민들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필
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자유당) 내각의 법무
담당인 줄리안 리저
(Julian Leeser) 의원은 “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
보를 주어야만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알바니스 총리가 헌
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시
한 오늘(7월 31일)의 몇
가지 발언은 긍정적 단

계”라며 “다음 단계에
서는 ‘The Voice’가 실
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설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원주민
부의 린다 버니(Linda
Burney)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두고 투표를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각 커뮤니티에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알바니스 총리는
이 기구의 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은 국민투
표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
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호주인들은 이를 지지할
까...= 올해 초 ABC 방송
의 여론조사인 ‘Vote
Compass’가 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은 “호주가 헌법을
수정하여 원주민에게 영
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에 관해 의회에 조언할 수
있는 대표기구 또는
‘Voice’를 설립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가?”였다.
그 결과 국민들 73%가
‘원주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가
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것에 ‘강
력하게’ 또는 ‘약간’
동의했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2019년 선거 때까지 국
민투표(상설기구 또는
Voice 설립을 묻는)를 추
진해야 한다는 응답(64%)
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2017년 각 원주민
대표들이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채택한 성
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 전문은 한
국신문 홈페이지 관련 기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6월 분기 시드니-멜번 중간 주택가격,
2019년 초반 이후 처음으로 하락
‘Domain House Price Report’... 시드니 2.7%-멜번 0.9%, 2021년 초 가격 수준

매 분기 호주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도메인'(Domain)의 6월 분기 보고서(Domain
House Price Report)에 따르면 호주 주택가격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다만
이 가격 하락의 대부분은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가.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다만 이 가격 하락의 대부분은 시드니와 멜번
(Melbourne)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이 매 분
기 발표하는 올해 6월 분기(4~6월) ‘House
Price Report’에 따르면 시드니 중간 주택가격은
2.7%가 하락, 지난 2019년 초 이후 분기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멜번은 0.9%가 떨어졌다.
멜번의 경우 두 번째 분기 연속 하락이다.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양대 도시의 가격 하락
으로 호주의 각 수도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0.9% 하락했으며 호주 전체 중간 주택가격은 현
재 106만5,000달러가 됐다.
▶B3면으로 이어짐

호주 부동산 시장의 위축 속에서 지난 6월 분기
중간 주택가격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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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Domain)의 가장 최근 주택가격 조사 결과 시드니는 6월 분기, 3개월 사이에 2.7%가 하락했으며 멜번(Melbourne)은 0.9%가 떨어졌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B1면에서 이어받음

이는 지난 3월 분기에 비
해 1만 달러 적은 것이지
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하면 여전히 10만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니와 멜번의 부동산
은, 불과 3개월

달러
시드
시장
만에

8.2%(시드니. 10만7,000
달러) 및 4.1%(멜번. 4만
1,000달러)의 급격한 상승
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6월 분기)과

비교해 극적인 반전이라
할 수 있다.
시드니의 경우 지난해 6
월 분기의 급격한 가격 상
승은 3개월 동안 매일

1,200달러씩 주택가격이
올랐음을 보여준다. 하지
만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
난 것처럼, 올해 주택시장
은 크게 다르다. 반면 다른
도시들 상황은 그 반대이
다. 시드니와 멜번 외 도시
들의 주택시장 성장 속도
는,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가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6월 분기 동안에도 두 도
시 외 지역에서는 주택가
격이 상승했으며 특히 근
래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부 상 한
브 리 즈 번
(Brisbane, Queensland)
과 애들레이드(Adelaide,
South Australia)는 단독
주택(House) 및 유닛
(Unit) 모두 사상 최고 가
격을 경신했다.

▶B4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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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이주한 이들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경우, 브리즈번(Brisbane)은 0.2% 상승한 반면 수요가 많았던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는 하락했다. 사진은 선샤인코스트의 해안 풍경. 사진 :
Mosaic Property Group

▶B3면에서 이어받음

캔버라(Canberra, ACT)
는 올해 초 주택가격이 소
폭 하락했지만 금세 회복
되어 6월 분기에는 1.8%
가 성장했으며, 이로써 중
간 가격은 115만 달러를
기록했다.
호 바 트 ( H o b a r t ,
Tadmania)는 12개월 전
에 비해 금액(중간 가격)으
로는 13만3,000달러 높아
졌으며,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는 기
록적인 상승을 보여, 더 이
상 주택 구입에 있어 가장
저렴한 수도가 아니다.
다윈(Darwin, Northern
Territory) 또한 올해 초
유닛 가격이 하락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반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드니와 멜번 이
외 수도에서도 급격한 물
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가격 성장은 예전 수
준에 미치지 못했다.
‘도메인’ 사의 통계분
석 책임 연구원인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
는 “브리즈번이 새로운
주택가격을 기록했을 수
있으나 실제 성장률은 미

미했다”면서 “주택시장
은 사실상 멈추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보고 있
는 것은 시드니와 멜번이
주도하는 경기 침체이며,
그 모멘텀 상실이 지리적
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파월 박사는 “퀸즐랜드
지역이 그 영향을 받고 있
다”고 덧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퀸즐랜드
는 한때 전국의 예비 주택
구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장이었다. “하지
만 지금, 그 변화를 보고
있다”는 파월 박사는 “
브리즈번은 0.2% 상승에
그쳤고 선샤인코스트
(Sunshine Coast)는 하락
했으며 골드코스트(Gold
Coast)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애들레이드 또한 유사한
편이다. 그녀는 “물론 여
전히 강력한 시장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흐름은 크게
완화됐으며 다윈, 호바트,
퍼스 등의 주택시장 또한
모두 정점을 찍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6월 분기 주택가격 조사
결과 시드니의 가격 하락
은 더 이상 고가 주택의 교

외지역(suburb)에 국한되
지 않았다. 노스시드니와
혼스비(North Sydney
and Hornsby), 이너웨스
트(inner west), 노던비치
(Northern Beaches), 도심
및 이너사우스(city and
inner south), 서덜랜드
(Sutherland), 파라마타
(Parramatta), 아웃터 사
우스-웨스트(outer
south-west), 블랙타운
(Blacktown) 등 모든 지역
에서 시장이 후퇴됐다.
멜번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 도심(inner city)과 이
너사우스(inner south), 이
너이스트(inner east), 모
닝 턴
페 닌 슐 라
(Mornington Peninsula)
등 고가 주택이 자리한 우
편번호 지역들은 현재 주
택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았다.
유닛 시장 성장,
단독주택 앞질러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호주 각 수
도의 주택가격은 무려
34%가 높아졌다. 반면 유
닛가격 상승은 같은 기간

10% 수준에 그쳤다. 하지
만 거의 3년 만에 유닛가
격 상승이 단독주택을 앞
지르고 있다.
파월 박사는 주택구입
경제성 제약, 주택담보대
출(mortgage) 상환 능력
감소, 아직은 저렴한 가격
및 새로이 인식된 가치가
유닛가격 성장을 지원한다
고 풀이했다. “높아진 단
독주택 가격으로 인해 단
독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유닛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그 수
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캔버라의 유닛가격은 6월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윈과 호바트의 유닛도
지난 12개월 사이에만 각
각 22.5%, 13.6%라는 엄
청난 가격성장률을 기록했
다. 시드니의 경우에는 단
독주택 가격 하락이 유닛
에 비해 5배 빠르게 하락
했다.

주택가격이 15~2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다
른 수도의 하락폭은 이보
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뉴
질랜드에서 일어난 것을
호주 미래 주택가격에 대
한 척도로 보고 있다.
파월 박사는 호주 경기
침체의 타격을 감당할 도
시는 시드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시
드니와 멜번의 약세는 더
크고, 역사적으로 다른 도
시보다 가격 상승과 하락
이 더 컸다”는 그녀는 “
다른 도시들을 보면 실제
로 하락한 지점이 거의 없
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
은 폭이었다”고 덧붙였
다.

호주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은
▶B6면으로 이어짐

일부 부동산 관련 경제
학자들은 시드니와 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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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68 / $408,513 /
1.4% / 9.8%
-Adelaide : $398,921 /
$383,643 / $345,086
/
4.0% / 15.6%
-Canberra : $599,735 /
$574,724 / $567,718 /
4.4% / 5.6%
-Perth : $356,904 /
$361,000 / $379,357 /
-1.1% / -5.9%
-Hobart : $555,884 /
$553,358 / $489,343 /
0.5% / 13.6%
-Darwin : $390,265 /
$378,735 / $318,574 /
3.0% / 22.5%
-Combined capitals :
$618,542 / $617,699 /
$606,136 / 0.1% / 2.0%
Source: Domain House
Price Report

6월 분기 주택가격 보고서(Domain House Price Report)는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다른 도시들은 큰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9월 분기에는 호주 전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판매를 알리는 시드니 지역의 한 주택.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B4면에서 이어받음

그러면서 파월 박사는
“시드니에서 예상되는 것
만큼 다른 도시에서의 큰
하락을 볼 것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면서 “시
드니의 경우 가장 큰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브리즈번
의 경우 6월 분기에 큰 변
함이 없지만 9월 분기 마
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
다.
파월 박사에 따르면 그
동안 누적됐던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경기침체
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 모멘텀 상실
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또 금리인상
에 의해 주도되는 것도 아
니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동
안 이미 경제성 문제가 발
생했고, 여기에 매물 목록
이 쌓였으며 또한 공격적
인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
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요인들을 토대
로 파월 박사는 “금리 인

상은 이제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는 다음 분기에도 양대 도
시의 주택가격 하락을 보
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
다.
■ 주택가격 성장
상위 10개 지역- 전국
(State / Suburb /
Region / Property : 중간
가격 / 연간 상승률)
NSW / North Rothbury /
Newcastle / House :
$688,250 / 159.7%
NSW / Bellbird /
Newcastle / House :
$565,000 / 89.0%
NSW / Jindabyne / NSW
Country / Unit : $750,000
/ 76.5%
QLD / Eumundi /
Sunshine Coast / House :
$1,422,500 / 73.3%
NSW / Mollymook
Beach / NSW Country /
House : $1,327,500 /
65.8%
QLD / Warana /
Sunshine Coast / House :
$1,250,000 / 65.6%
NSW / Byron Bay / NSW
Country / Unit :

$1,295,000 / 65.0%
NSW / Erina / Central
Coast / House :
$1,235,000 / 64.7%
QLD / Newport /
Bayside North / House :
$1,201,000 / 63.4%
QLD / Bokarina /
Sunshine Coast / House :
$1,400,000 / 62.9%
Source: Domain,

■ 각 도시별 중간
주택가격- House
(2022년 6월 분기. 도시 :
22년 6월 / 22년 3월 / 21년
6월 / 분기별 상승률 / 연간
상승률)
-Sydney : $1,552,015 /
$1,595,797 / $1,432,880
/ -2.7% / 8.3%
-Melbourne
:
$1,074,369 / $1,084,383
/ $1,021,056 / -0.9% /
5.2%
-Brisbane : $840,594 /
$838,599 / $673,880 /
0.2% / 24.7%
-Adelaide : $793,220 /
$765,833 / $622,846
/
3.6% / 27.4%

-Canberra : $1,154,535
/ $1,133,918
/
$1,010,445 / 1.8% /
14.3%
-Perth : $651,956 /
$643,233
/
$601,607 / 1.4% / 8.4%
-Hobart : $766,010 /
$760,166 / $633,267 /
0.8% / 21.0%
-Darwin : $632,071 /
$630,046 / $610,278 /
0.3% / 3.6%
-Combined capitals :
$1,065,447 / $1,074,676
/ $960,490 / -0.9% /
10.9%
Source: Domain House
Price Report
■ 각 도시별 중간
주택가격- Unit
(2022년 6월 분기. 도시 :
22년 6월 / 22년 3월 / 21년
6월 / 분기별 상승률 / 연간
상승률)
-Sydney : $790,983 /
$796,015 / $788,107 /
-0.6% / 0.4%
-Melbourne : $579,532
/ $577,504 / $571,290 /
0.4% / 1.4%
-Brisbane : $448,383 /

■ 주택구입 경제성 향상
상위 10개 지역- 전국
(State / Suburb /
Region / Property : 중간
가격 / 연간 상승률)
NSW / Little Bay / City
and East / Unit :
$815,000 / -28.4%
WA / Victoria Park /
South East / Unit :
$307,500 / -21.7%
NSW / Cobar / NSW
Country / House :
$189,500 / -21.0%
VIC / Maidstone / West
/ Unit : $476,500 /
-18.5%
SA / Glenelg / Adelaide
Metro South / Unit :
$505,000 / -18.2%
QLD / Lutwyche /
Brisbane North / Unit :
$478,888 / -17.1%
SA /
/ Whyalla /
Country West / House :
$295,000 / -16.9%
VIC / Toorak / Inner
Urban / House :
$4,570,000 / -16.9%
WA / Narrogin / WA
Country / House :
$200,000 / -16.7%
QLD / East Toowoomba
/ Q l d R u ra l / U n i t :
$325,000 / -15.6%
Sourc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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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생활비 부담 크게 증가... 호주 중앙은행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까
“현 인플레이션 상승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반복되는 ‘상승 사이클’ 경계 필요하다”

올 들어 일상 생활용품 전 부문에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BS)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까지 인플레이션 수치는 6.1%를 기록했다. 식료품 쇼핑을 하거나 자동차에 주유하는 이들은 이를 가장 절박하게 실감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식료품을 쇼핑하거나 정
기적으로 자동차에 휘발유
를 가득 채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제 전문가의
우려는 더 이상 눈길을 끌
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현
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
만큼 절박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다만 호주 통계청(ABS)
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그 체감 정
도를 보여주는 물리적 수
치이다. 이것이 소비자 물
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이다.
금융서비스
사인
‘AMP Limited’의 다이
아나
무시나(Diana
Mousina) 경제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돈을 지
출하는 다양한 범주를 살
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ABS의 통계원(number
cruncher)들은 각 주 수도
에서 3개월마다 수집되는

약 10만 건의 서로 다른
개별 가격으로 이 ‘상품
바구니’의 최신 가격을
확인한다. 그런 후 통계학
자는 3개월 전 마지막 조
사 이후 가격이 얼마나 변
화되었는지를 계산하게 된
다.
ABS는 또한 매년 호주
인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비용을 어디에 지출하
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
라
CPI를
‘가중
치’(weights)하여 호주
평균 가정의 가계재정 지
출 부분을 반영한다.
무시나 연구원은 “소비
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
품, 주택(주거), 공과금, 교
육 및 건강 등”이라면서
“하지만 CPI에는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모
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가령 지출 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
토지 비용이나 모기지 상

환은 고려하지 않는다. 무
시나 연구원은 “ABS가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인 토지 비용을 포
함시키지 않는 것은, 집값
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
문”이라며 “소비자 물가
데이터는 자산이 아닌 재
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
자가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올 들어 첫 3개월 동안
계산된 마지막 인플레이션
수치는 2.1%였다. 이로써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상품 바구니’의
가격은 5.1% 상승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수), ABS는 6월 분기에만
CPI가 1.8% 높아졌다고
밝혔다. 3월 분기 2.1%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
이지만, 이로써 연간 인플

레이션 수치는 6.1%가 됐
다.
하지만 연간 수치는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
정된다. 지난해에 비해 훨
씬 낮은 분기별 가격 상승
이 데이터에 계속 누락되
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호주중앙은행(RBA)과 대
다수 경제학자들은 물가상
승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이 있으며, 올해 말까지
CPI 수치는 7%에 이를 것
으로 보고 있다.
해외 국가에서의 물가상
승은 호주 수준을 훨씬 뛰
어넘는다. 인플레이션 상
승률은, 미국의 경우
9.1%, 영국 8.2%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호주
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7.3%로 32년 만에 최고치
를 기록했다.
물론 과거의 사례를 보
면, 물가상승 속도가 지금
보다 더 가파르게 이어졌
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
대,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

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
한 바 있다. 석유공급 충격
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했
으며, 이의 여파가 경제 전
반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
다.
그 20년 전, 호주는 기록
상 가장 큰 물가상승을 경
험했었다. 1951년 12월,
호주 물가는 무려 23.9%
가 상승했다.
이 역시 세계적 사건에
의한 것으로, 당시 한국전
쟁으로 양모 붐이 촉발되
었고, 하룻밤 사이에 양모
가격이 거의 세 배로 높아
졌다. 세계 최대 양모 생산
국인 호주는 국민소득과
지출 능력이 크게 높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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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연간 물가상승폭이 ABS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은 분기별 가격 상승이 데이터에 계속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 : Pexels / Anna Shvets

▶B10면에서 이어받음

당시 연방정부는 국민들
의 주택소유 비율을 높이
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
고자 많은 이들이 자기 주
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
렴한 이자로 대출을 제공
하고 있었다.
그런 한편 이 모든 수요
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
서 많은 상품들의 세계적
공급은 여전히 제2차 세계
대전의 막대한 파괴와 혼
란에서 회복하고자 고군분
투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수치,
높은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서 기인한다. 공급은 사용
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고
수요는 원하는 상품의 양
이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적인 개념은 가격이 수요
와 공급에 따라 조정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는 것일 게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자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상
품을 갖고자 한다면, 그 상
품의 가격은 기꺼이 비용

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공급될 만
큼 올라갈 것이다.
만약 이 상품가격이 충
분히 오랫동안 유지된다
면,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
이 확장될 것이고, 또는 다
시 균형이 잡힐 때까지 높
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무시나
연구원은
“COVID 팬데믹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수요
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
다”면서 “지난 2년 동안
특히 글로벌 여행이 제한
된 시기에 상품에 대한 소
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
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부
분에서의 일상이 제한되었
던 시기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실제로 은행 계좌
에 여분의 현금이 쌓였으
며, 이것이 상품에 대한 추
가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COVID 팬데
믹 사태와 함께 우크라이
나 전쟁이 발발했고 가장
최근에는 호주 동부 전역
에 걸쳐 반복된 폭풍과 홍

수 피해가 결합되어 많은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이 제
한됐다.
무시나 연구원은 “우리
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겪었고 상품은 소
비자 수요를 따라갈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빠른 물류
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
했다. 심지어 일부 상품 공
급망이 차단되기도 함으로
써 기업은 이런 제품의 가
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에 대한 RBA의 대책은
상품 공급 문제에 대해
서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
는 것이 없다. 대신 기준금
리라는 레버를 활용하여
수요를 조정하고 경제를
가속화하거나 둔화시키려
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부
분 경제 선진국가의 중앙
은행은 그 레버를 거의
‘0’에 맞추어 두었으며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일본은
행(Bank of Japan) 등 일
부 국가 중앙은행은 그보
다 아래의 기준금리를 설

정해 두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뉴질랜드 중
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을 시작으
로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요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급증
했고, 공급 제약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로
써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
했다.
금리 인상의 느린 흐름
은 올해 홍수로 바뀌었고,
가장 큰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은 3월에야 금리
를 인상했다.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은 5월(0.25%포인트)에
그 뒤를 이었고 6월과 7월
에는 더 큰 비율의 인상(각
0.5%포인트)으로 이를 뒷
받침했다.
유럽 중앙은행조차 우크
라이나 전쟁이 유럽 대륙
의 경기 침체를 위협했음
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0으로 되돌렸다.
이 같은 금리상승은 그
러나, 아직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멈출 것으로 진단
된다. 이달 첫 주 화요일(2
일), RBA가 또 50베이시
스포인트를 인상, 현재 호
주 기준금리는 1.85%이
다. 커먼웰스은행(CBA)는
올해 말까지 2.6%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하며 ANZ
과 웨스트팩(Westpac)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 또
는 내년 초에 3.3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또 다른 2%포인트
의 추가 이자율 인상이 될
것이며, 이는 변동이자율
모 기 지 ( v a r i a b l e
mortgage) 고객에게 고스
란히 전가될 것이다.
무시나 연구원은 중앙은
행들이 1970년대 및 80년
대처럼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금리를 빠
르게 인상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그녀는 “인플
레이션이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간
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따라
잡는데 더디다 보니 인플
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RBA의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최근 연설
에서 “물가와 임금을 결
정하는 사람들이 ‘더 높
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들
은 물가와 임금을 올릴 가
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
아지면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 요구에 기꺼이 동의
하게 되고, 이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영구화하며,
그럼으로써 이것이 반복되
는 자기강화 사이클(selfreinforcing cycle)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실제로
1970년대 일어났던 일이
며, 그 끝은 좋지 않았다”
고 말한 로우 총재는 “현
재 이 같은 사이클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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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량 품목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자연재해로 인한 제품 생산 차질 및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B12면에서 이어받음

너무 빠른 기준금리 인상,
경기침체 초래할 수도
하지만 금리 정책을 결
정하는 이들도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너무 강하게,
그리고 너무 빨리 수요에
직면하면 소비자 수요가
갑자기 감소할 수 있고 경
제는 반년 혹은 그 이상 위
축되는 불황을 겪을 위험

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RBA는
‘0’이 아닌, 2~3의 물
가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
는 것이다.
무시나 연구원은 “이는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적정 수준의
물가인상이라 생각되었
다”면서 “물가상승률이
2% 미만이면 디플레이션
(deflation. 물가하락)에
빠질 수 있는 시간 또는 위
험이 있으며, 물가하락은

소비자나 기업 지출에 긍
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고 말했다. 즉 ‘내
일은 더 저렴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면 ‘오늘 구
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가 감소하고 경
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호주 중앙은행은
물가가 더 빨리 오르기를
기다리는 데 10여년을 보
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을 완전히 없애고 싶지 않

을 수도 있다. 무시나 연구
원은 “인플레이션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우리가 소비자 물
가상승률에 조금 더 가까
운 임금 인상을 얻는다면,
이는 지난 몇 년간 호주에
서는 임금 인상이 많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
다.
현재 호주의 가계부채
규모와 최근 정부 차입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임
금과 세금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 발생한다. AMP의 다이아나 무시나(Diana Mousina) 연구원은 “COVID 팬데믹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수요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AMP의
선임연구원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왼쪽) 박사와 다이아나 무시나(오른쪽) 경제연구원. 사진 : Twitter / AMP Capital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BA는 인플레
이션을 목표치인 2~3%로
되돌리고자 이 균형을 맞
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히 까다로운 입장에 있다.
이쯤 되면, 소비자들은
‘골디락스’(goldilocks.
물가상승 부담 없이 성장
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상
황)를 떠올릴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지출하
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
론 (물가가) 너무 높으면
우리는 충분히 지출을 하
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
가? 이에 대한 답은, “누
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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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주말 경매- 예비 구매자들의 불안 속에서도 높은 낙찰가 많아
와룽가의 대저택, 200만 달러 오른 1천303만 달러에... 537채 매물, 낙찰률 55.7%

주택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지만 일부 경매 매물은 여전히 높은 낙찰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 주말(30일) 경매 매물로 나온 덜위치힐(Dulwich Hill)의 4개 침실 주택. 이날 시드니 경매에는 537채늬 주택이 매물로 등록됐으며 낙찰률은
55.7%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 : Adrian William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더욱 위축된 가운
데 예비 구매자들이 불안
감을 느끼고 있지만 일부
주택은 지난해와 같은 수
준의 높은 낙찰가를 보이
기도 한다. 지난 주말(30
일) 덜위치힐(Dulwich
Hill)에 자리한 매력적인 4
개 침실 주택은 5명의 예

비 구매자가 입찰, 241만
달러의 낙찰가를 기록했
다. 이 주택의 잠정가격은
235만 달러로, 입찰자들이
불안감 속에서도 경쟁을
이어가 6만 달러가 높아진
끝에 거래가 마무리된 것
이다.
이 주택은 이날 시드니
전역에서 경매 매물로 나

온 537채 중 하나로, 이날
저녁 부동산 정보회사 ‘
도메인’(Domain)에 보고
된 348채의 낙찰률은
55.7%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아침, 110채의 주택
은 경매가 철회됐다.
덜위치힐의 주택은 200
만 달러에서 입찰이 시작
돼 5만 달러씩 비교적 빠

417스퀘어미터 부지를 가진 덜위치힐 소재 주택 내부. 235만 달러의 잠정가격이 책정된 이 주택은 241만 달러에 낙찰됐다. 사진 : Adrian William

르게 가격이 상승했으며,
5명의 입찰자 중 일부는
초반부터 경매를 포기했
다. 이후 235만 달러에서
입찰자들의 제시 액수가 1
만 달러로 내려갔고 마지
막으로 241만 달러를 내
놓은 이 지역 거주민에게
낙찰됐다. 이들은 현재 살
고 있는 주택에서 보다 큰
집으로 이주하려는 가족이
었다.
417스퀘어미터 부지를
가진 이 주택의 벤더
(vendor)는 예상보다 6만
달러를 더 얻게 됐다. 기록
에 의하면 이 주택은 30년
전인 지난 1992년 마지막
으로 거래됐으며, 당시 매
매가는 17만7,000달러였
다. 그 사이 13배 이상 높
아진 것이다.
현재 덜위치힐의 중간
주택가격은 올해 6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7.8%가
상승해 191만 달러에 도
달했다.
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
은 로버트 드레이크
(Robert Drake)씨는 경매

결과에 아주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시드니 서부
외곽, 이스트 쿠라종(East
Kurrajong)에 부동산을 마
련해 두었으며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매
물로 내놓았지만 큰 기대
를 하지는 않았었다”고
말했다.
매매를 맡은 부동산 중
개회사
‘Adrian
William’의 윌리엄 페레
이라(William Pereira) 에
이전트는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최근 예비 구매자들이 보
다 신중하게 경매 매물에
접근하지만 괜찮은 주택애
는 높은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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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노스쇼어
지역
(Upper North Shore
region)의
와룽가
(Wahroonga)에 자리한 6
개 침실의 대저택은 1천
303만 달러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앞마당에 테니
스코트가 있는 이 주택의
낙찰가는, 와룽가에서는
가장 높은 주택거래 가격
이다.
1천만 달러의 가격 가이
드로 시장에 나온 이 주택
에는 8명의 예비 구매자가
입찰했다. 입찰은 900만
달러에서 시작돼 최소 10
만 달러씩 상승했고 마지
막으로 3명의 가족이 경쟁
을 이어간 끝에 홍콩에서
온 외국인 가족에게 낙찰
이 결정됐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
은 마취과 의사인 데이빗
우즈(David Woods)씨와
아내 알렉산드라 우즈
(Alexandra Woods) 부부
가 지난 2017년 구매했으
며, 당시 이들은 404만
5,000달러를 지불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들은
2,484스퀘어미터의 부지
를 가진 이 자리에 지난
2020년 지금의 주택을 재
건축했다.
이 주택 매매를 맡은 부
동산 중개회사 ‘Di
Jones’의 팀 프레이저
(Tim Fraser) 에이전트와
‘Ray White Upper
North Shore’의 아담 맥
케이(Adam McKay) 에이
전트는 경매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그 이상”이라
고 말했다.
이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
정도의 주택은 입찰자 경
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
라 생각해 경매 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만 우리는 충분히 구매자
가 있을 것이라 판단, 경매
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1천만 달러의 가격 가이
드에 관심을 가진 8명의
예비 구매자가 입찰했다는
것은, 여전히 프레스티지
주택에 대한 강한 수요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
였다.
프레이저 에이전트는 이
어 “고가 주택 구매자들
은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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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으며 이전의 부
동산 시장 붐 기간에 기존
소유 주택을 통해 많은 부
를 축적했다”고 설명했
다.
시드니 남부, 서덜랜드
샤이어(Sutherland Shire)
지역의 타렌포인트, 커티
스 애비뉴(Curtis Avenue,
Taren Point) 상에 자리한
4개 침실 주택은 185만 달
러에 거래됐다. 벤더
(vendor)가 2년 전, 645스
퀘어미터 부지를 가진 이
주택을 구매한 뒤 대대적
인 개조 작업을 한 후 경매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당
시 벤더는 135만 달러에
이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2년 사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둔 셈이다.
185만 달러의 잠정 가격
이 책정됐던 이 주택에는
6명의 예비 구매자가 입찰
했으며, 최종 입찰가는
183만 달러였다. 이후 매
매를 맡은 ‘McGrath
Sans Souci’ 사의 트렌트
타비(Trent Tarbey) 에이
전트가 마지막 입찰가를
제시한 예비 구매자와 협
상을 통해 2만 달러 높은,
애초 잠정가격에 거래를
성사시켰다.
알렉산드리아, 뉴턴 스
트리트(Newton Street,
Alexandria)에 있는 2개
침실의 타운하우스는 114
만 달러에 낙찰됐다. 첫 주
택구입자, 다운사이저, 투
자자 등이 경쟁한 이 주택
경매는 90만 달러에서 시
작돼 잠정 가격인 95만 달
러를 금세 넘어섰으며, 노
던비치(northern beaches)
지역에 거주하는 입찰자가
마지막으로 114만 달러를
제시, 이 가격에 거래가 이
루어졌다.
잠정 가격에서 9만 달러
높아진 금액에 낙찰된 이
주택은 지난 2013년 마지
막으로 거래됐으며, 당시
매매가는 64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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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스퀘어미터의 부지에 6개 침실을 가진 와룽가(Wahroonga) 소재 주택. 홍콩에서 온 외국인 구매자가 1,303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주택을 차
지했다. 매물로 나오면서 제시됐던 이 주택의 가격 가이드는 1천만 달러였다. 사진 : Di Jones

2년 전 135만 달러에 구입한 후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한 후 지난 주말 경매에서 185만 달러의 낙찰가를 기록한 타렌포인트(Taren
Point) 소재 주택.

내부면적 135스퀘어미터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소재 타운하우스. 95만 달러에 시장에 나왔으며 낙찰가는 114만 달러였다. 사
진 : The Agency Eastern Subur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