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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세

계적 공공보건 비상사

태 ’ ( p u b l i c  h e a l t h 

e m e r g e n c y  o 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포된 지 30

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호

주에서의 대부분 방역조치

는 해제됐고, 감염 및 감염

자 밀접 접촉자의 격리기

간도 단축됐다. 현재 호주

는 COVID 이전과 유사한 

일상을 살고 있다.

호주 전역에서 COVID 

관련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지난 9월 

20일 이후부터는 남부호

주(SA), NSW 및 퀸즐랜드

(QLD)의 모든 대중교통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 

있는 빛에 가까이 다가서

고 있다’는 희망이 커지

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월 15일(스위스 현

지시간) 정례 미디어 브리

핑에서 “아직 완전한 종

식은 아니지만 (COVID-

19 사태의) 끝이 보인

다”(It’s not over yet, 

but we can see the finish 

line)고 진단했다. 또 조 바

이든(Jo Biden) 미 대통령

은 WHO의 분석이 나온 

며칠 후 주말, CBS의 시사 

프 로 그 램 인  ‘ 6 0 

Minutes’에서 ‘전염병

의 종식을 분명히 하면서

(declaring the end of the 

pandemic over), WHO보

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

을 보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

실 전염병 학자들의 전반

적인 분석을 보면 분명 ‘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극

복의 마지막 단계’라는 

의견이다. 다만 지속적인 

경계와 함께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OVID-19 종식 단계’ 진단에 호주 전염병 학자들, ‘대체적으로 동의’
“전염병 극복의 마지막 시기이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파동 올 수 있다” 경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는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진단, 이어진 조 바
이든 미 대통령의 'COVID 종식' 발언이 나오는 등 마침내 이 최악의 바이러스를 거의 극복해 가
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사진 : Freepik / prostool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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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호주 국경 폐쇄 결과, 호주

는 19만 명에 이르는 임시

이민자 노동인력 손실을 

보았고, 이는 현재 접객 서

비스, 소매 부문 등의 근로

자 부족을 초래했다는 지

적이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서 호주 경제가 되살아나

면서 각 업계마다 근로자 

부족 문제를 겪는 가운데 

특히 유학생이나 백패커 

고용이 많았던 접객 서비

스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력난을 호소해 오던 상

황이었다.

근래 들어 NSW 및 빅토

리아(Victoria) 주의 해외

인력 유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독립 정책 싱

크탱크 ‘E61 Institute’

의 연구 보고서는 팬데믹 

사태 이후 자국으로 돌아

간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현재 호주 경제 일부를 

괴롭히는 일자리 공석 증

가의 주요 원인’임을 설

명한다.

연방정부는 10월 예산을 

집행하면서 호주 근로자 

부족에 대한 기업 부문의 

불만에 대응, 2022-23년 

호주 영주이민 19만5,000

명 수용을 시작한다는 방

침이다. 

최근 수개월 사이 실업률

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호주 전역의 일자리 공석

은 약 49만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석을 채울 노

동인력이 없는 것이다. 여

기에는 전염병 사태 이후 

임시 이민 인력들이 자국

으로 돌아가고 또 국경이 

막히면서 호주로 유입되는 

해외 근로자가 없었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이 에  대 해  ‘ E 6 1 

Institute’는 팬데믹 이전

까지 호주에서 일하고 있

던 5만7,000명에서 18만

6,000명에 이르던 임시 이

민자가 현재 호주 노동시

장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한

다 고  밝 혔 다 .  ‘ E 6 1 

Institute’는 최근 일자리 

공석의 최소 20%는 바로 

이들 때문이라고 분석했

다.

▶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전염병 사태와 함께 취해진 호주 국경 폐쇄로 해외 유입 인력이 차단되면서 현재 현주는 19만 명이 달하는 임시 이민자 노동인력 손실을 입었다는 지
적이다. 사진은 시드니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전염병 방역 차원의 호주 국경 폐쇄로 현재 19만 명의 ‘이민 인력’ 손실
독립 싱크탱크 ‘E61’ 연구 보고서... 임시이민자, 접객 부문 일자리 공석의 8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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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시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자가 건물철거 현장 4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건설업자로

부터 기존 건물 철거 업무를 하청받은 

철거 전문업체의 실수로 잘못 설치된 

발판이 무너지면서  호주출생 그리스

계 노동자가 죽을뻔한 추락사고였다.

노동자는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홀

로 1-Director 1-Employee 형태로 

일했던 Sub-Contractor였다.  안전

모가 깨지고 의식을 잃어 앰블란스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정작 병원에 도착

해서 의식을 되찾은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난리였다.  당황한 병원에

서는 섣불리 퇴원시켰다 차후 의료과

실 (medical negligence) 추궁을 당할

수도 있기에 강제로 X-ray, CT, MRI

를 촬영한 후에 퇴원시켰다.  의사들

은 놀랍게도 그의 영상검사 자료들에

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수 없었다.  

부러진 뼈 하나 없고 안전모는 두쪽이 

되었건만 그는 머리카락 하나 손실없

이 살아남았던 것이다.

노동자는 1주일 쉬고 나서 현장에 

돌아가서 6개월간 일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다.  두통

뿐 아니라 언어장애를 당해 호주에서 

태어났건만 영어 대신 부모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심한 

기억상실로 집주소, 전화번호, 나이, 

출생지, 자식들 이름까지 기억을 못하

고, 30년 운전경력이나 방향감각을 

잃어 운전 할수도 없다고 하였다.  울

고불며 소위 멘붕상태로 빠진 노동자

를 바라보며 옛 남편을 찾고 싶다며 

따라 우는 아내의 처량한 모습은 남편

과 짝이되어 바라보는 모든 이로부터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문제 없었다.

의아한 병원에서는 다시 영상검사

를 하고 자료를 검토하였지만 도무지 

이상한 점을 찾을수가 없었고 지극히 

정상적 자료를 들고있는 의사들 앞에

서 3세 아이 같이 행동하는 50대 남

자의 증상에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다.

노동자는 자신의 회사가 들어놓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주 $2,000 수입손해 클

레임을 제출하고 운전도, 출근도, 운

전도 할수 없다며 두문불출하며 방콕

을 시작했다.  세금신고한적이 없는 

그에게 산재보험회사는 $140,000을 

지불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사들의 소

견을 구했다.  그의 집까지 방문했던 

전문의사 2명의 소견은 꾀병.

노동자의 소식은 어쩌다 한국인 변

호사에게 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노

동자를 측은하게 여긴 호주인 보험회

사 직원이 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

했고 약삭빠른 지인 변호사는 어리숙

한 한국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초코렛으로 포장된 수류탄을 한국인 

변호사에게 건네준 것이다.

노동자를 만난 어리숙한 변호사 역

시 측은함과 동정심에 휩싸여 도움을 

약속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No Win 

No Fee 조건이라 수임료는 후불 조

건으로 일하기에 그렇다.  영상자료에

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50% 영구장

애를 판명해준 전문의사를 찾았고 배

리스터를 선임해서 고등법원에서 건

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건설업체는 철거 전문업체를 (맞)고

소했고 산재보험회사는 그들이 지불

한 $140,000을 돌려 받아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재판일정이 

정해지자 노동자의 아내는 수백만불

을 주장했고 모든것이 돌이키기 어려

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재판직전 건설업체측 변호사들이 

어리숙한 변호사에게 지난 1년간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내왔다.  노동자

가 자동차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술집에서 슈퍼에서 웃고 떠들

어 대는, 앞마당에서 자동차를 수리하

는, 이웃과 진지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비디오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기고만장하던 

노동자 아내는 영상을 보면서 변호사

에게 탄식한다.  We are stuffed.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Liar Liar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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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에서 이어받음

‘E61 Institute’는 보고서에서 “현재 호주

에서 사라진 임시 이주노동자의 상당 비율은 이

전에 유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메어커에 크게 

의존했던 접객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면서 “우리가 추정한 최소한의 시나리오에서도 

실종된 이주노동자는 잠재적으로 접객 서비스 

분야 공석 증가의 83%에 이를 수 있다”고 밝

혔다.

이와 함께 ‘E61 Institute’는 정부가 이민 인

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 기반시

설 확충을 위한 정책 등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해외 기술인력 유치에 있어 다른 국

가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COVID-

19가 시작된 이후 호주 국내에 있던 유학생 및 

임시 노동인력들에게 제공한 지원이 거의 없었

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인력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인구는 올해 첫 3개월 동안 12만4,168명

이 늘어나 분기별 증가로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호주 인구는 

2,590만 명이다.

올해 3월 분기(첫 3개월)의 높은 인구 증가는 

이민자 유입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호

주로 유입된 이민은 9만6,135명으로, 3월 분기 

해외 인력 입국으로는 사상 최대이다. 지난해 3

월 분기, 호주는 1만4,190명의 해외인력 손실을 

보았다.

이 기간(올해 3월 분기), NSW와 빅토리아

(Victoria) 및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에 

가장 많은 해외인력이 유입되었으며 퀸즐랜드

(Queensland) 또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이들이 

입국했다.

호주로 입국한 이들 중 빅토리아 주(3만2,014

명)와 NSW(3만4,272명)가 해외 순 이민자의 거

의 70%를 흡수했다. 지난해 3월 분기 빅토리아

는 9,881명, NSW는 806명의 해외 인력 손실을 

보았다.

팬데믹 사태 이후 18개월 동안 약 4만 명의 인

구를 잃은 빅토리아 주는 올해 3월 분기 3만

3,373명의 주민이 늘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인구증가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호주 인구 증가비율은 

0.7%로, 전염병 기간 동안의 손실을 어느 정도 

메웠다. 다만 NSW(0.6%), 타스마니아(0.5%), 

ACT(0.6%), Northern Territory(0.3%)는 호주 

평균 증가율에 다소 못 미쳤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유학생 및 장단기 취업 인력의 부재는 현재 호주 경제 전반의 인력 부족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접객 서비스 및 소매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공석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NSW 정부가 주 전역의 모

든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가

족-가정폭력 휴가 조항을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1년에 

20일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NSW 주 정부의 

이 같은 규정에는 또한 처음

으로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됐

다.

현재 가정폭력 휴가는 10일

이며 임시 근로자들에게는 제

공되지 않는다.

NSW 주 여성안전부 나탈

리 워드(Natalie Ward) 장관

은 이번 조치가 노동조합, 고

용주, 정책 전문가들과의 논

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말

했다.

장관은 “NSW 주에서 가

장 큰 고용주인 주 정부는 근

로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내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주 

정부)는 우리 직원들에게 가

장 필요한 시기에 더 큰 지원

을 제공하고자 가족 및 가정

폭력 유급 휴가를 두 배로 늘

리기고 결정했다”고 설명했

다.

이와 관련, 고용관계부 다

미 엔  튜 드 호 프 ( D a m i e n 

Tudehope) 장관은 “NSW 

주는 고용 계약에 이 같은 유

형의 휴가에 대한 특정 조항

을 포함시킨 최초의 정부관할 

구역”이라면서 “주 정부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보

호를 찾는 (가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휴가조항을 설정하는 데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주 정부가 지

난 6월 공공부문의 모든 어머

니 및 아버지에게 최소 14주

의 유급 육아휴직을 허용, 자

녀양육의 책임 분담을 장려한

다는 계획에 이어 나온 것이

다.

이와 함께 튜드호프 장관은 

“NSW 주 정부의 이번 변화

는 다른 주(State) 및 민간 부

문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기준

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가족-가정폭력 지원 기구
1800 Respect national 

helpline : 1800 737 732

Women's Crisis Line : 1800 

811 811

Men's Referral Service : 

1300 766 491

Lifeline(24시간 긴급 전화) : 

131 114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정부가 주 전역의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가
족-가정폭력 유급 휴가를 현 10일에서 20일로 확
대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에는 
임시직 직원도 포함된다. 사진은 NSW 주 여성안
전부의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 사진 : 
Facebook / NSW Young Liberals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재 10일에서 두 배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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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인 것처

럼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하고 교

묘한’ 문자 메시지 전략으로 온라

인 사기범죄자들이 호주 가정에 약 

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

스캠워치’(Scamwatch)가 경고했

다. 

스캠워치는 호주 공정경쟁소비

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운영하는 사기방지 기구

이다.

‘Hi Mum’이라 일컫는 이 수

법의 사기범들은 가족 구성원으로 

가장하여 불특정 대상에게 ‘전화

기에 문제가 생겨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이체시키도록 

요구한다.

ACCC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시도가 너무 많다는 불평이 접수되

고 있다. 동 위원회의 델리아 라카

드(Delia Rickard) 부위원장은 “

올해 들어서만 현재까지 약 2,500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미 피

해를 본 금액만도 380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사기 시도

에 대한 불만이 약 13%만 접수되

기에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많

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리카드 부위원장은 이어 “이런 

사기 시도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접수하는 수

많은 불만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초 호주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이 사기수법은 이

제 그 추세가 둔화될 기미 없이 지

방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라카

드 부위원장은 “이 사기 발생 건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계속 위

로 올라가 있음을 보면, 한 동안 

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는 않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퀸즐랜드(Queensland) 기반의 

자선단체 ‘IDCARE’는 ‘Hi 

Mum’ 사기로 약 4만 달러를 잃

은 한 개인을 돕고 있다. 이 단체 

설립자인 데이브 레이시(Dave 

Lacey)씨는 “지난 3개월 동안에

만 접수된 피해 사례가 4배나 증

가했다”면서 “우리(IDCARE)에

게 오는 피해자들의 약 90%는, 스

캠워치는 물론 경찰서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피해자 신고는 

퀸즐랜드 경찰청 사이버범죄부서

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몇 달 

사이 이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

났다.

이 부서의 데이빗 비티(David 

Beattie) 선임 수사관에 따르면 이 

범죄에 의한 각 개인의 피해 액수

는 약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

이이다.

문자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전문가들은 이 사기 수법이 통

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감

정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이 문자를 받

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전,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다”는 것이다. 

라카드 부위원장은 “이 수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에 대

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감정을 

잡아챈다”면서 “이 때문에 이 수

법에 쉽게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IDCARE의 레이시씨는 “특히 

지역에 따라 이 같은 사기행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분석했

다. 퀸즐랜드 경찰청 사이버범죄부

서의 자료는 먼 외딴 지역 거주민

들에게서 이 사기수법의 영향이 증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범

들은 대중과의 소통이 많지 않은 

지방 지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

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

랑하는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을 쓰

고 있다”면서 “이는 너무도 파괴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를 전했다.

사기피해 금액, 
환불받기도 하지만...

이 같은 문자 메시지 사기에 대

해 스캠워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즉시 은행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물론 사기를 당한 후에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

만 다행(?)스럽게 범죄자들이 자금

을 미처 빼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Hi Mum’으로 시작되는 문자 메시지에 의해 금전적 손실
을 당하는 사기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호주 공
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올해에만 2,500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380만 달러에 이
르지만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훨
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Freepik / jet-po

‘Hi Mum’ 문자 메시지 사기는 ‘전화기 고장으로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 돈을 보내달라’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사진 : Twitter / Scamwatch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Scamwatch’ 경고... 올해 들어서만 2,500여 건, 신고 사례는 전체의 13%로 추정 
전문가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감정에 호소...” 먼 지방 지역 피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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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목)은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을 추모하는 임시 공휴일이었

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26일(월),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는 또 

한 번의 휴일을 가졌다. 바로 ‘여왕 

생일’(Queen's Birthday) 휴일이었

다. 

여왕 생일 휴일은 각 주(State and 

Territory)마다 달라 WA와 퀸즐랜드

(Queensland)를 제외한 주에서는 매

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하

고 있으나 WA는 매년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여

왕 생일’로 기념하고 있다(QLD는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

지난 9월 8일(런던 현지시간) 여왕

이 서거한 뒤 WA와 빅토리아

(Victoria)는 호주 각 정부관할 구역에

서 ‘여왕 생일’이라는 명칭을 ‘국

왕 생일’로 가장 먼저 변경한 주이

다. 이제 WA의 공식 명칭은 ‘King's 

Birthday’이다.  

하지만 다른 주 및 테러토리는 아

직 공식적으로는 명칭이 변경되지 않

았다. 그렇다면 언제쯤 바뀌며, 찰스 

3세 국왕의 실제 생일은 언제일까.

▲ Queen's Birthday Holiday는 언제 
‘King's Birthday’로 바뀌나= WA와 

VIC는 이미 이 공휴일의 공식 명칭을 

‘왕의 생일’로 변경했다. ‘여왕 

생일’ 휴일을 갖던 QLD, ACT 및 

타스마니아(Ta sman i a )에서는 

‘Queen's Birthday’라는 공식 명칭 

대신 ‘Birthday of the Sovereign’

이라 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여왕 

생일’이다.  

노 던  테 러 토 리 ( N o r t h e r n 

Territory)와 남부호주(South 

Australia)는 NSW와 같은 6월 둘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이어오고 있으

며, 이 날짜에 대한 공식 명칭은 아

직 ‘Queen's Birthday’라고 되어 

있다. 

NSW는 NT, SA와 같은 날을 휴일

로 정하고 있지만 ‘여왕 생일’을 

포함하여 공휴일 일정은 공휴일 법

(Public Holiday Act, 2010)에 명시

되어 있다. 때문에 ‘Queen's 

Birthday’라는 명칭 자체를 

‘King's Birthday’로 변경하려면 

이 법을 수정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러했듯, 

찰스 3세 국왕 또한 이 공휴일 공식 

명칭을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대관식

(coronation)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나= 호주의 

각 정부관할 구역에서의 ‘여왕 생

일’ 휴일은 1938년 이후 동일했기

에 ‘King's Birthday’가 된다 하더

라도 이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

의 없다. 하지만 주 정부에서 다른 

날짜를 정할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친이었

던 조지 6세 국왕(King George VI)

은 대관식을 하던 5월 12일을 휴일

로 정했다. 그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

스 2세 여왕은 6월 2일, 대관식과 생

일(실제 생일은 4월 21일)을 기해 공

휴일로 했다. 따라서 찰스 3세 국왕

이 대관식을 갖는 날짜에 따라 호주

의 각 주 및 테러토리는 ‘King's 

Birthday’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길 수

도 있다.

▲ 각 주마다 휴일이 다른 이유는= WA

와 QLD를 제외하고 모든 주와 테러

토리에서는 6월 둘째 주 월요일을 기

념한다. WA에서 6월이 아닌 다른 날

로 정한 것은 ‘여왕 생일’에 앞서 

이미 정해진 ‘Foundation Day’(지

금은 ‘Western Australia Day’로 

명칭이 바뀌었음)를 매년 6월 첫 주 

월요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휴일은 제임스 스털링(Captain 

James Stirling RN)이 이끄는 첫 유럽 

정칙민이 서부호주를 식민지화 하고

자 지금의 퍼스 스완 강(Swan River)

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King's Birthday’(며

칠 전까지만 해도 ‘Queen's 

Birthday’)는 다른 날로 옮겨졌고, 

퍼스의 연례 농작물 품평회(Sydney 

Royal Easter Show와 같은)인 

‘Perth Show’ 휴일이 언제로 결정

되는지에 따라 매년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 주 월요일로 정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WA 주의 각 지방정

부(local government)는 공휴일 대체 

날짜를 선택해 각 지역의 농산물 쇼 

날짜와 일치하도록 할 수 있다.

▶2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에서 Queen's Birthday는 공식 휴일이다. 물론 각 주(State and Territory)마다 날짜는 다르다. 이 명칭을 가장 먼저 
‘King's Birthday’로 공식 변경한 곳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와 빅토리아(Victoria)이며 일부에서는 ‘Birthday of 
the Sovereign’(비공식으로는 여왕 생일)으로 표기한다. '국왕 생일'이라는 명칭 변경은 각 주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사
진은 한 왕실 공식 행사장에 입장하는 찰스 왕세자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진 : Facebook / The Royal Family
사진 : Facebook / The Royal Family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실제 생일은 4월 21일(1926년)

이며 찰스 3세 국왕은 11월 14일(1948년)이다. 현재 호
주의 대부분 주에서 지내는 'Queen's Birthday'(앞으로  
‘King's Birthday’가 될.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와 가장 
가까운 실제 생일을 가진 군주는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 국왕(King George V. 사진)으로, 그의 출생일은 
1865년 6월 3일이다. 사진 : Wikimedia

여왕 국장 후 시민들과 만나는 찰스 3세 국왕. 앞으로 
‘King's Birthday’가 될 이 휴일의 날짜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Facebook / The Royal Family

The British Monarchy- ‘여왕의 생일’ 명칭, 언제 ‘King's Birthday’로 바뀌나
WA-VIC, ‘국왕 생일’로 이미 명칭 변경... NSW, ‘Public Holiday Act’ 법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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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

았다.

원래 요리는 라면을 끓일 

때 ‘파송송 계란탁’이 고

작이었다. 식재료가 주방에

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음식이 

되어 식탁에 올려지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

았다. 요리는 그저 오래오래 

손이 아니라 입과 혀의 일로

만 여기고 살았다. 

코로나19 봉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요리에 관심이 생

겼다. 유튜브 동영상을 유심

히 따라하니 그리 어렵지 않

았다. 맛있고 영양 만점의 

요리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

어졌다. 특히 냉장고에 흔히 

보이는 식재료를 이용해 금

세 만드는 요리는 효능감 있

게 다가왔다. 

 

적양배추에 양파와 당근

을 가미한 야채 절임이 딱 

그런 요리였다. 식재료와 조

리 방법은 단순 명료한데 영

양가와 맛은 탁월했다. 야채

를 채 썰어 소금 한 꼬집을 

뿌린 후 올리브유,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꿀, 후추 등

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섞어 

2시간 숙성하면 완성이었

다. 구운 고기에 파절이 대

신 곁들이거나 버터 발라 구

운 빵에 올려 먹으면 새콤 

쌉싸름 달콤한 맛이 기가 막

힌다는 것이다. 조리 과정은 

만만하기 그지없고 재료 또

한 평범하고 건강식이라 당

장 시도해보았다. 

 동영상과 달리 곳곳에 예

기치 않은 어려움이 도사리

고 있었다. 우선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식재료면 된다

고 했는데 정작 적양배추와 

당근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

가 없었다. 하루 종일 요리

만 생각할 수는 없어 깜빡 

잊기도 해 빨리 사지 못했

다. 마음을 다잡고 한인 식

품점에 갔는데 머스타드 소

스만 없어 따로 콜스 슈퍼마

켓을 찾아야 했다. 결국 식

재료를 완비하는 데 일주일

이 걸렸다.

 

조리 과정 또한 만만치 않

았다. 잔류 농약을 없애기 

위해 야채를 씻어서 한동안 

물에 담가 놓았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채칼이라 몇 

배 조심해서 다루어야 했다. 

야채 부스러기는 여기저기 

흩어졌고 흔한 소금통이 안 

보여 온 주방을 헤집고 다녔

다. 양념장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 계량 숟가락이 없어 

대충 양을 맞춰야 했다. 끈

적거리는 꿀은 잘 떨어지지 

않아 딱 두 숟가락을 넣는 

게 까다로웠다.

 

재료 준비가 끝나자 나머

지는 일사천리였다. 잘 절여

진 야채에다 양념장을 뿌리

고 섞어 유리병에 담으면 됐

다. 다만 병목이 좁아 야채

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

록 조금씩 조심스럽게 넣어

야 했다. 그래도 유리병 주

위에 부스러기가 지저분하

게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간단한 야채 절임인데 부

엌에는 잔칫날처럼 치울 물

건이 쌓였다. 도마, 그릇, 야

채 절인 통, 양념통, 채칼, 

부엌칼, 숟가락을 씻었다. 

여기저기 깔려 있는 쓰레기

도 말끔히 모아 버렸다. 소

금, 머스타드, 올리브유, 후

추는 마개를 닫아 제자리에 

정리했다. 조리 흔적을 없애

기 위해 싱크대 주변을 행주

로 닦고, 그 행주도 씻어 말

리고 나서야 일이 끝났다. 

동영상으로 본 적양배추 절

임은 간단의 극치였으나 실

제로는 전혀 간단치 않았다. 

재료 준비와 뒷정리가 조리

보다 더 복잡했다. 

 

27년간 부부로 살고 있는 

아내는 적양배추절임처럼 

간단명료한데 실상은 복잡 

미묘한 구석이 있다. 얼마 

전 여느 때처럼 아내가 피곤

하다면서 ‘까치봉’ 안마

를 해달라고 했다. 까치봉은 

까치의 머리, 다리, 꼬리를 

본떠 만든 삼각형 목제 안마 

기구이다. 그날은 집에서 사

무실 일을 했다. 끝나면 안

마를 해 주마 했는데 일이 

늦어졌고 그 사이 아내는 잠

이 들었다. 아침에 10km 달

리기를 하고 회사에서는 입

식 책상에서 몇 시간 서서 

일한 탓에 피곤이 몰려왔다. 

결국 아내에게 안마를 해주

지 못하고 곯아떨어지고 말

았다.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

나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때 

잠을 깬 아내가 발 안마를 

해달라고 했다. 졸음과 노곤

이 범벅이 된 터라 아침에 

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으

나 막무가내였다. 하릴없이 

거꾸로 누운 채 까치봉을 들

고 아내의 발을 잡고 안마를 

했다. 비몽사몽간에 만지작

거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
다. 그러자 아내가 큰 소리

로 “여보, 안마 안 해요?’

라고 짜증을 냈다. 깜짝 놀

라 까치봉을 잡고 무심코 아

내의 발바닥을 꾹 눌렀다. 

그녀는 “악!”하는 비명소

리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

어났다.

 

아차 싶었다.

 

‘까치봉’의 부러진 꼬

리로 아내의 발바닥을 찌른 

것이었다. 몇 년 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까치봉

의 꼬리가 부러졌고 그 부위

는 까칠하고 뾰족해서 안마

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거기

에 발바닥이 찔렸으니 날카

로운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아내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불을 말아들고는 아이들 

방으로 훌쩍 가버렸다. 따듯

한 애정의 도구인 까치봉이 

부부간에 갑작스러운 각방

을 초래한 것이다. 평소 온

화한 아내의 극대노라서 당

황스러울 뿐이었다. 

다음 날에도 분이 식지 않

은 아내에게 발이 손이 되도

록 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분발했다. 일상 반복으로 이

루어지던 발 안마도 알고 보

니 간단하지 않았다. 제대로 

하려면 건강한 몸 상태를 유

지해야 했다. 그래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중할 수 있었

다. 아내의 발을 귀하게 여

기고 어떡하든 피로를 풀어

주겠다는 소중한 사랑이 필

요한 복잡한 일이었다. 

 

정신없이 휙휙 지나치는 

세상일은 간편 요리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남이 하는 일이

라서 단순하고 간편하게 보

인다.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비

춰진다. 하지만 세상일의 진

상은 동영상처럼 그리 단순

하지 않다. 보는 것과 실제

로 하는 것은 전혀 딴판이

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27년 아니라 50년을 함께 

살아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매일 매

순간 신묘하게 달라지는 성

품을 가진 아내는 말할 것도 

없다.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쉽

지 않다. 

쉬워 보이는데 
가언과 진언 사이- 29

정동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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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 최악의 전염병은 정말로 

종식되는 상황인가?= 멜번

대학교Unive r s i t y  o f 

Melbourne) 전염병 학자

인 토니 블레이클리(Tony 

Blakely) 교수는 최근 

ABC 방송의 한 프로그램

에서 우리가 최악의 바이

러스를 극복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

스의 발생 빈도가 느려지

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다.

블레이클리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종식’을 언급한 

것은 틀리지 않은 결론이

라면서 “최악의 전염병이 

이제는 우리 뒤에 있음을 

90% 확신한다”고 단언

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두 차례의 

COVID-19 백신을 접종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전 세

계 인구 2명 중 1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자

연 면력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블레이클리 교수는 “자

연 감염으로부터 형성되는 

면역력은 전염을 막는데 

매우 우수하며, 특히 젊은

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 

약화가 덜한 것 같다”며 

“이런 모든 요소들은 바

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우리를 보

다 회복력 있는 위치에 서

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

다.

▲ ‘최고점’과 ‘저점’은 여전

히 올 것...= 지난 9월 17일

(토), 빅토리아(Victoria)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

자  브렛 서튼(Bre t t 

Sutton) 박사는 바이러스

와 그 변이의 최고점과 최

저점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유

명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부

상한 서튼 박사는 현재 상

황에 대해 “COVID-19 

감염 및 병원 입원 사례가 

아주 적은 ‘저점’ 단계

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튼 박사는 “

올해 말 이전, 강력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감염 파동

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

면서 “이는 주로 새로이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감염자 발생은 

특정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하이브리드 면역’(최근 

감염+백신접종)이 약해짐

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

울러 서튼 교수는 “분명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

으므로 방심하면 안 된

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현재 서튼 교수는 두 가

지 변이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5월 초, 인도에

서 처음 발견된 BA.2.75

와 현재 미국에서 주시하

고 있는 새 변이 BA.4.6이

다. 물론 이 변이들은 현재 

우려되는 BA.4와 B.A5를 

‘강하게 능가’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이미 

수백 건의 BA.4.6 및 

BA.2.75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감지됐다.

디 킨 대 학 교 ( D e a k i n 

University) 전염병 전문가

인 캐서린 베넷(Catherine 

Bennett) 교수는 “현재 

BA.2.75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해외 일부 국

가에서 입원 건수에 변함

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

다. 또한 “BA.4.6 변이도 

해외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변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 C D C )  자 료 를  보 면 

BA.4.6는 최근 몇 달 동안 

BA.5에 이어 두 번째로 널

리 확산된 변이로 기록되

어 있다. 베넷 교수는 분명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넷 교수는 “향

후 몇 달 동안 이어질 북반

구의 겨울 시즌은 이미 존

재하는 이들 하위 변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

해 전 세계에 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 새로운 백신, 변이 바이

러스 대처에 도움될 것= 모

나 시 대 학 교 ( M o n a s h 

University) 면역학자인 메

노 반 젬(Menno van 

Zelm) 교수는 이달 셋째 

주, 호주에서 첫 번째로 승

인받은 이가백신(bivalent 

vaccine. 두 개의 서로 다

른 항원, 즉 서로 다른 바

이러스나 다른 미생물에 

대한 면역반응을 자극하여 

작용하는 백신)이 호주에 

나와 있는 백신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 젬 교수는 “백

신의 종류에 관계없이 백

신 을  접 종 받 거 나 

COVID-19에 감염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점차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만 

백신을 접종받음으로써 심

각한 질병 위험은 낮아진

다”며 백신접종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위험 환경

에서 방역을 위한 기본적

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바

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고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수 인구 그룹에서의 

면역력도 개선= 전염병을 

집중 연구하는 도허티연구

소 ( P e t e r  D o h e r t 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 면역학 책

임자인 조디 맥베논(Jodie 

McVernon) 교수는 인구 

그룹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면역이 구축되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전문가들

이 바이러스 및 새로운 변

이를 퇴치하는 데 있어 백

신을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추가 접종(booster shots)

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

측했다.

맥베논 교수는 새로 출

현하는 하위 변이가 아직 

우려되는 다른 변이의 심

각성을 능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에 동의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는 바이러스의 진화

를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같은 변이 바이

러스가 문제가 될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는 그것들

이 인구 그룹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고 설명했다. 

▲ 팬데믹 사태가 끝났음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 블레

이클리 교수는 COVID-

19가 더 이상 ‘팬데믹’

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기

를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

렵다는 의견이다. 그는 “

전염병 사태의 종식을 선

언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쯤 후가 훨씬 쉬울 것”이

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장담할 수 없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극복해 가

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설명

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디킨대학교 전염병 학자인 캐서린 베넷(Catherine Bennett. 사진) 교수. 그녀는 “향후 몇 
달 동안 이어질 북반구의 겨울 시즌은 이미 존재하는 하위 변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전 세계에 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
했다. 사진 : Deakin

전염병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모든 이들이 고위험 그
룹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European Phamaceutical Review

전염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허티연구소(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 면역학 책임자인 조디 맥베논(Jodie McVernon. 사진) 교수는 인구 그룹에서 
COVID-19에 대한 적절한 면역이 구축되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University of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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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종식 단계’ 진단에 호
주 전염병 학자들… A3면

호주 국경 폐쇄로 현재 19만 명
의 ‘이민 인력’ 손실… A4면

      

건강하게 장수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달리 “일부 통치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 왕실 구성원들의 건강은 대중들에게 있어 매혹적인 주제였다. 특히 

군주의 질병이나 죽음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

이 아니다.

왕실 역사를 보면, 군주의 죽음은 왕실 가족간 치명적인 불화, 나아가 내

전이나 혁명을 불러오기도 했다. 물론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후에 우

리가 경험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열흘간 이어진 여왕의 국장이 이미 끝났지만 버킹엄 궁은 여전히 입을 다

물고 있다. 여왕의 공식 사인이 발표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여왕이 96세까지 장수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건강하게 살다가 노

환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같은 사례는 왕실 역사에서 많은 편이 아니

다. 특히 일부 군주는 운이 좋지 않았거나 질병에 시달리다가 일찍 사망하

기도 했다. 

▶1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he British Monarchy- 치명적 질환에 시달렸던 역대 군주들은...

얼마 전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96세의 장수를 누렸지만 왕실 역사를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이른 나이에 사망한 이들도 있다. 사진은 지독한 골초였던 조지 6세 국왕(King George VI. 맨 오른쪽). 56세에 사망
한 그이 사인은 암으로 알려졌다. 앞줄 오른쪽이 마가렛 공주(Princess Margaret), 그 왼쪽이 엘리자베스 공주(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사진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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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에서 이어받음

■ 헨리 1세 국왕- 칠성장어 과하게 즐기다 식중독으로
Lived 1068/1069-1135, died aged 66/67

헨리 1세(King Henry I)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삶에 대한 많은 사

실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것은 헨리 1세 왕이 칠성

장어(lamprey)를 너무 많이 먹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턱이 없고 뱀장어처

럼 생긴 칠성장어는 바라문디(barramundi) 생선과 유사한 맛을 갖고 있지

만 쇠고기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성장어는 왕실의 진미로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였다. 1953년 엘

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위해 파이로 구워지기도 했다.

어쨌든 헨리 1세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는 사실로 받아들여지

지 않는 듯하다. 그 시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아마도 이야기의 진실보다

는 교훈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도, 이것이 절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교훈임에는 분명하

다. 헨리 1세의 죽음은 칠성장어 식중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망하

기 전,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에서 평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헨

리 1세의 죽음 이후 누가 그의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왕실 내

의 불화는 무정부 상태로 알려진 18년간의 내전에서 절정에 달했다. 

어쩌면 이 같은 사태는 칠성장어라는 고대 물고기에 집착한 한 남자

의 억제되지 않은 식욕 때문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 에드워드 2세 국왕 : 무능한 군주의 비참한 최후
Lived 1284-1327, died aged 43

에드워드 2세(King Edward II) 왕의 죽음도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렸으며 이후에도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나 그의 빈약한 리더십은 그

렇지 않았다. 영국 왕실의 공식 웹사이트는 에드워드 2세 왕에 대해 성

공적인 왕으로서의 ‘자질이 거의 없는’(had few of the qualities) 인

물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버지(에드워드 1세)의 반대자들 및 그의 (동성) 연인으로 추정

되는 피어스 개브스턴(Piers Gaveston) 등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들에게 높은 직위를 선물함으로써 당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남작

(baron)들의 화를 돋우었다. 에드워드 2세는 또한 1314년, 배녹번 전투

(Battle of Bannockburn)에서 패함으로써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

터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의 아내였던 프랑스 여인 이사벨라(Isabella)는 그 어떤 종류의 영

향력과도 다투는 것을 포기했으며, 1326년에는 그녀의 추방된 연인 로

저 모티머(Roger Mortimer) 백작과 함께 잉글랜드를 침공했다. 그리하

여 남편(에드워드 2세)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뒤 글로스터셔

(Gloucestershire)에 있는 버클리 성(Berkeley Castle)에 감금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빨갛게 달구어진 부지깽이(poker)로 자신의 항문

을 찔러 사망했다. 그리고 아들인 에드워드 3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 대항한 모티머의 처

형을 명령했고, 이사벨라는 죽을 때까지 수녀원에서 지냈다.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칠성장어(lamprey)를 지나치게 즐긴 것으로 알려진 헨리 1세 국왕(King Henry I. 사진)의 죽음은 이 음식에 의한 식중독이
라고 전해지지만 근거는 없다. 
사진 : Familypedia

43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에드워드 2세(King Edward II)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먼저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사진은 에드워드 2세의 초상화. 사진 : Historic UK(The History and 
Heritage Accommodation Guide)

1872년 영국 예술가 마커스 스톤(Marcus Stone)이 그린 그림. 에드워드 2세(Edward II)가 (동성) 연인으로 알려진 피어
스 개브스턴(Piers Gaveston)과 어울리는 모습을 귀족과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사진 : 
Histor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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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에서 이어받음

■ 매리 1세 여왕 : 상상임신 증상이 심했던 군주
Lived 1516-1558, died aged 42

영국의 첫 번째 여왕인 매리 1세(Queen Mary I)는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

을 부활시키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 심한 박해

를 가했고 프로테스탄트 약 300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블

러디 매리’(Bloody Mary)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1555년 무렵, 매리 1세 여왕은 가톨릭 후계자를 낳기로 결심한다. 여왕

의 출산을 위해 의사들이 분만실에 모였지만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

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번째 임신은 그녀의 나이 42세 때였다. 매리 1세 여왕은 남편 

필립 2세(King Philip II)에게 편지를 써 이 소식을 알렸다. 필립 2세는 아내

의 임신 소식에 “종교와 우리 왕국의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고 답했다.

하지만 매리 1세 여왕의 아이는 이번에도 태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당시 유행하던 인플

루엔자 징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몇 달 후 사망했다.

그녀는 사망 직전, 왕좌의 적법한 상속인이 자신의 개신교 이복여동생 엘

리자베스(Elizabeth)임을 인정했다.

매리 1세 여왕은 임신의 증상을 모방한 상상임신(pseudocyesis)으로 고

통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영국 왕실의 첫 여성 군주였던 매리 1세 

여왕이 자녀를 가진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영국 역사서는 매우 다른 이야기

를 전했을 것이다.

■ 조지 3세 국왕 : 논란이 되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통치
Lived 1738-1820, died aged 81

조지 3세 국왕(King George III)은 60년간 대영제국을 통치한 왕이다. 이 

60년 세월은 군주와 왕실에 있어 격동의 시기였다.

그가 22세의 나이에 왕좌에 앉았을 때만 해도 그에게는 잘못된 점이 없

어 보였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고 5년이 지난 뒤, 조지 3세는 첫 번째 질병

인 만성 흉부감염(chronic chest infection)을 앓았고, 이는 정신질환의 첫 

징후를 가져왔다.

그런 상태의 통치 중에 조지 3세는 미국 식민지(American colonies)는 물

론 정신적 능력 또한 상실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4년 나온 영화 

‘The Madness of King George’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에게는 급성 조증(acute mania)이 나타났다가 다시 완화되는 일이 반

복됐지만 딸의 죽음으로 그의 정신 질환은 급격히 악화됐다.

조지 3세 국왕이 앓았던 질병은 오랫 동안 논쟁거리였다. 그가 살아생전 

겪었던 질병에 대해 1960년대 의학계는 피부 문제, 복통, 근육 약화 및 정

신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포르피린증(porphyria. 피부가 빛에 민감

해지고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혈액병)이라는 유전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

정하기도 했다.

조지 3세 국왕의 상태가 어떠했든 왕실 의사들이 본의 아니게 그의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지 3세 국왕의 머

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높은 농도의 비소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복용한 약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있음을 뜻한다.

▶2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553년, 매리 튜더 공주(Princess Mary Tudor)에서 첫 여왕 자리에 앉은 매리 1세 여왕(Queen Mary I)의 대관식을 묘
사한 그림. 매리 여왕은 상상임신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English Historical Fiction Authors

60년간 대영제국을 통치했던 조지 3세 국왕(King George III)은 심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 지난 1960년대, 그의 통
치 당시 기록을 검토한 의학계는 조지 3세 국왕의 문제를 포르피린증(porphyria. 피부가 빛에 민감해지고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혈액병)이라는 유전 질환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사진 : The Royal Family

버킹엄 궁(Buckingham Palace)의 18세기 룸에 소장되어 조지 3세 국왕의 초상화 앞에 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진 : 
Pinterest / Delphin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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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면에서 이어받음

■ 빅토리아 여왕 : 역사를 만드는 돌연변이
Lived 1819-1901, died aged 81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은 ‘유럽의 

할머니’(grandmother of Europe)로 불리기도 

했다. 그녀는 9명의 자녀, 42명의 손자, 87명의 

증손자를 두었다. 그리고 이 후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럽 각 왕족과 결혼했다.

빅토리아 여왕은 또한 본인도 몰랐던 혈액응

고장애 혈우병 B(haemophilia B) 보균자였다. 

그녀를 통해 이 돌연변이는 여러 왕실에 전해졌

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마지막 제국 왕조인 로

마노프 가문(Romanov family)이 포함된다. 

1917년, 이 질병에 시달린 알렉세이 니콜라예

비치(Alexei Nikolaevich)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가 가진 혈

우병은 수세기에 걸친 로마노프 가문의 통치를 

끝내는 일련의 사건의 시작을 가져왔다.

스페인의 알폰소 왕(King Alphonso)은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실의 빅토리아 유지

니 공주(Princess Victoria Eugenie)와 결혼했

다. 그의 두 아들은 혈우병을 가졌던 것으로 믿

어졌다. 이 영국 공주는 스페인 왕실의 피를 더

럽혔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들의 결혼 생활은 

불신으로 가득차게 됐다.

당시 시기, 혈우병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

법이 없었다. 이 질병은 여성 보균자에게는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성(왕위 계승자

까지)에게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만들

었다.

자신이 가진 돌연변이와 무관하게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의 긴 통치를 즐겼다. 그리고 

81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 조지 6세 국왕 : 지독한 골초의 혈통
Lived 1895-1952, died aged 56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 

국왕(King George VI)은 흡연으로 인해 장수

하지 못하고 56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진단이 

널리 알려지기 전, 암을 갖고 있던 상태였다. 

왕실 의사들은 그러나 국왕은 물론 대중들에

게도 이 같은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폐 수술을 

받기 몇 주 전에도 하루 최대 30개 피의 담배

를 피웠다. 그런 골초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딸 

마가렛 공주(Princess Margaret)도 흡연을 즐

겼으며, 하루 최대 60개 피를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6세 국왕은 심한 말더듬이였다. 이의 

치료 과정을 담은 영화 ‘The King's 

Speech’에도 그의 흡연에 대한 부분이 나온

다. 언어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Lionel 

Logue. 제프리 러시 분)이 그의 ‘줄담

배’(chain-smoking)를 경고하는 대목이다.

Lionel Logue: I believe sucking smoke into 

your lungs will kill you(연기를 폐로 빨아들이면 

죽을 겁니다).

King George VI: My physicians said it relaxes 

the throat(의사들은 목을 이완시킨다고 하더군- 

말더듬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Lionel Logue: They're idiots(멍청이들이군요).

King George VI: They've all been knighted(그

들은 기사작위를 받은 사람들이라네).

Lionel Logue: Makes it official, then(그럼, 공

식적인 멍청이들이군요).

안 예술가들은 여왕의 왕관을 바꾸거나 보석

을 추가했고 또는 나이를 감안해 주름을 장식

하는 등 개성을 더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유럽의 할머니’라 불릴 만큼 많은 자녀를 두었고, 유럽 각 왕실과 결혼시킨 빅
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은 혈우병 B 보균자였다. 다른 왕실과 결혼한 그
녀의 자녀 일부는 이 유전병이 나타남으로써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이 왕실의 
피를 더럽혔다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진 : History Extra

1936년 12월, 형인 에드워드 8세(King Edward VIII)가 퇴위하면서 예기치 않
게 왕이 된 조지 6세(George VI. 사진)는 말더듬이에 심한 골초였다. 56세의 나
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사인은 암으로 알려졌다. 사진 : The Royal Family
  

심한 말더듬을 극복하고 마침내 라디오를 통해 영국민들에게 멋진 연설을 한 
조지 6세 국왕의 실화를 다룬 영화 ‘The King's Speech’의 한 장면. 왼쪽이 조
지 6세 역을 맡은 콜린 퍼스(Colin Firth), 오른쪽이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
를 연기한 제프리 러시(Geoffrey Rush)이다. 사진 : L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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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유행으로 일시 

중단됐던 모국 대한민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전국체

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가 다시 개최된다.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제

103회)은 울산광역시에서 

펼쳐진다. 호주는 선수단을 

구성, 해외 선수단이 참가

하는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매년 전국체전이 열릴 때

면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

들 중 한 사람이 있다. 전국

체전 참가는 전 세계 각국(

대한체육회 해외지부가 구

성되어 있는)에서 가장 많

은 동포들이 한 번에 이동

하는 가장 대규모의 행사이

다. 그런 만큼 해외지부들

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데

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됐

고, 이는 동포사회의 지원

이 있어야 하기에 매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담이 상당 부분 해결된 

것이 2005년 울산 대회에

서였다.

필자는 그해 제9대 재호

주대한체육회 회장으로 

150명 가까운 선수단을 구

성해 체전에 참가했다. 그 

많은 선수단이 한국에서 체

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지만 각계 후원으로 

무사히 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년 이런 일이 반

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해 울

산에서 각국 해외지부 회장 

모임을 주도했다 이 회의에

서 ▲일정 부분의 해외선수

단 참가 경비 지원, ▲해외

선수단 참가 종목(당시 축

구, 볼링, 테니스, 남자 골

프) 확대를 건의하자고 제

안했고, 필자의 의견에 모

든 해외지부가 동의를 표했

다. 그리고 필자가 대표하

여 이 안건을 당시 대한체

육회를 이끌던 김정길 회장

에게 건의키로 했다.

다음 날 필자는 대한체육

회장을 독대하였고, 해외지

부 전체 의견임을 전제로 

이를 건의했다. 그러자 김

정길 회장은 한 치의 망설

임도 없이 가장 시급한 해

외 선수단 경비에 대해 -다

음해(2006년) 경상북도 체

전에서 즉각 시행, -참가종

목은 각 가맹단체와의 협의

가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

는 문제이므로 2년 후인 

2007년 광주광역시 대회에

서 시행하겠다고 시원하게 

약속했다.

당시 필자는 이미 김정길 

체육회장의 인품, 평등과 

화합 구현을 위한 정치 신

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약자에게 시선을 두는 정치

적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

기에 해외지부의 건의를 충

분히 인정해 줄 것으로 확

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

상 독재 자리에서 즉각적으

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

었다. 그야말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안 되어 시

행 약속을 준 것이었다.

당시 김정길 회장의 결단

으로 해외지부는 이듬해 체

전부터 선수단 규모에 맞추

어 체전 기간 동안의 체류

비를 지원받기 시작했으며 

또 한 해 뒤에는 해외선수 

참가 종목에 탁구, 스쿼시, 

여자골프가 추가됐다.

시살 해외 선수단의 가장 

큰 고민인 전국체전 참가 

경비 문제는 이전부터 건의

됐옸지만 늘 ‘검토하겠

다’는 선에서 더 이상 진

전이 없던 사항이었다. 이

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

정’해 주었기에 지금까지 

각국 해외선수단은 비용 측

면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

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열린우리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행

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정길 전 회장의 정치 인

생은 청년 시절 겪은 경험

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

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던 1971년의 대통령 선

거, 당시 영남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 풍토가 극에 달하자 

‘망국적 지역주의 파타’

를 마음먹게 됐고, 이후 그

의 정치 인생 40년은 ‘지

역감정 철폐, 동서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일관됐다.

고향이 거제인 김 정 회장

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

등학교 후배로, 1990년 김

영삼 야당 대표가 민주화 

지지자들을 배반하고 ‘3

당 통합’을 결심하자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

께 두 말 없이 YS와 결별했

다. 이 때문에 ‘괘씸죄’

로 두 정치인은 오랜 기간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이권

에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다.     

정치인으로서 김 전 회장

은 또한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던 김 

전 회장은 팀원이 하나 되

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

어내는 스포츠 경기의 지극

히 기본적인 원리, 정정당

당한 경기와 패배를 인정하

고 승자를 축하하는 스포츠

맨십이 청소년 시기부터 필

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

식했던 사람이었다. 영국 

유명학교 이튼 칼리지 학생

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

스포츠를 통해 함께 하는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불의에 의연하

게 맞서는 그의 성품도 이

런 정신에서 형성됐을 터이

다. 이명박 정부 당시 스포

츠 행정에 대한 정부 간섭

이 노골화하자 이에 맞서다 

최고 권력의 벽에 굴복하기

보다는 두 말 없이 체육회

장직을 내놓은 분이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

가 손 내밀었던 사람,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아 

있고, 이런 점이 두 정치인

을 오랜 동지로 이어지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찌 보

면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이어왔지만 정작 그 

분은 모든 이들과 같은 눈

높이를 갖고자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이 진행되던 얼마 전, 

김 전 회장은 SNS로 필자

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

다. 여왕의 한국 방문 당시 

함께 했던 장면이었다. “

그 분(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을 생각하다 그분을 뵙던 

당시의 사진이 떠올라 보내

네...”라며. 누구에게든 스

스럼없이 다가가고 같은 위

치에서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 김정길 전 체육회장

은 그런 사람이다.

3년 만에 대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보며
재외동포 선수단에 대한 과감한 지원 결정,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 기억해야

강대원

 제9, 10대 재호주대한체육회장

전 대한체육회해외지부총연합회 회장

 현 대한체육회 해외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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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정식 교과 과

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호

주 현지 초중등 학생들이 

한국어로 펼치는 한국문화 

이벤트 ‘2022 한국어 문

화 공 연 대 회 ’ ( K o r e a n 

Performance Contest)가 

지난 9월 15일(목) 스트라

스필드(Strathfield) 소재 

라트비안 홀에서 개최됐

다.

지난 2014년부터 시드

니한국교육원(원장 권진)

이 개최해 온 이 문화공연

대회는 현지 학교에서 한

국어를 배우는 초-중등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주제로 미술 작품

을 출품하거나 직접 공연

을 펼치는 이벤트로, 한국

어 실력은 물론 각 개인(또

는 팀)이 가진 장기를 선보

이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으로 지난 2년간 온라인으

로 진행되다 다시 대면 행

사로 공지됐던 올해 대회

에는 지난 8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본선 응모작을 

모집, 560여 명의 학생이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

가를 신청했다. 한국교육

원은 이들 가운데 공연 부

문 본선 참가자(또는 팀)를 

사전 선발했으며, 이날(9

월 15일) 8개 팀(약 120

명)이 라트비안 홀에서 각

자의 공연을 선보였다. 아

울러 미술 부문은 공연팀 

사전 선발 당시 우수자를 

선정한 뒤 이날 시상식에

서 발표했다.

올해 문화공연대회 최종 

수상은 초등부 미술 부문

에서 ‘내가 사랑하는 한

국’을 주제로 한국 전통 

찻상을 묘사한 캠시초등학

교 Bella Chan 학생이 1

위를, 중등부에서는 한국

어  카 툰 을  선 보 인 

N a r r a b u n d a h 

College(ACT 소재)의 

Josephine Dickie 학생이 

선정됐다.

또 공연 부문에서는 풍

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장

구 공연을 펼친 캠시초등

학교 Lucy Lee 학생 외 

24명이 초등부 1위를, 

Burwood Girls High 

Scool의 Aileen Chae 학

생 외 5명의 팀이 멋진 안

무의 K-Pop을 선보여 중

등부 최고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본선대

회 참가가 어려웠던 NSW 

주 지방 지역 학생들을 위

해 별도의 공연영상 클립

(Video Clip) 시상도 마련

했다.

이 부문 초등부에서는 

유창한 한국어로 동화구연 

영상을 제출한 빅토리아

(Victoria) 주 언어학교 

Doncaster Centre의 임벼

리 학생 외 12명이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언어학

교 임리아 학생 외 4명으

로 구성된 사물놀이 팀 공

연이 1위로 선정됐다.

시드니한국교육원의 권

진 교육원장은 이날 대회 

전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어 문화공

연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교

사 및 학부모들 덕분”이

라고 감사를 전한 뒤 “오

늘 본선 무대를 준비하면

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

고 노력했던 시간이 훗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

했다.

한편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에서는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한국에서 초청된 

태권도 봉사단원들의 특별 

태권도 공연이 펼쳐졌으

며, 시드니 소재 동포기업

인 ‘가스펠 피아노’(대

표 고동식) 사는 학생들을 

위해 수십 대의 전자 피아

노 건반을 후원, 참가학생

들에게 선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2면에서 이어받음

QLD 주의 ‘여왕 생일’ 

휴일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날을 즐기도록 한다는 

취지로 2012년 10월로 옮

겼으나 2013년 주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6월로 변경

됐고, 노동절(Labour Day)

을 10월에 갖는 것으로 했

다.

이어 2015년 들어선 새 

주 정부가 다시 공휴일을 

변경, 노동절을 5월로, 

‘Queen's Birthday’를 

10월로 바꾸었다.

▲ 여왕과 찰스 3세 국왕의 

실제 생일은=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의 출생 일자는 

1926년 4월 21일이다. 그리

고 찰스 3세 왕은 1948년 

11월 14일 태어났다. 하지

만 여왕 생일(현재 또는 앞

으로 ‘왕의 생일’이 될)

이 6월로 된 것은 1938년 

조지 6세 국왕(K i n g 

George VI) 생일을 기념하

기 위해 정해진 것이 그대

로 이어졌던 것이다. 물론 

조지 6세 국왕의 실제 탄생

은 1895년 12월 14일이다.

‘6월’ 날짜와 가장 가

까운 왕실 군주는 엘리자베

스 2세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 국왕(K i n g 

George V)으로, 그의 출생

일은 1865년 6월 3일이다.

▲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날
은 임시휴일이 될까= 아버지 

조지 6세 국왕(5월 12일 대

관식)과 마찬가지로 엘리자

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날

(6월 2일)은 여왕 생일을 겸

해 공휴일로 정해졌다. 영국

에서 왕(또는 여왕)의 대관

식은 대체로 임시 휴일을 

갖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은 아버지가 사망하

고 1년 넘은 시간이 지난 후

에 거행됐다. 찰스 3세 국왕 

또한 내년쯤 대관식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호주에서 추가로 임시 휴일

을 가질 것인지는 아직 단

정할 수 없다.

▲ 공휴일은 누가 정하나=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공휴일을 선언한 책임과 권

한이 있다. 크리스마스, 안

작데이(ANZAC Day) , 

Australia Day처럼 전국적

으로 같은 날짜에 발생하는 

국가적 기념일이 있지만 

‘Western Australia Day’

처럼 일부 주에서는 자체 

공휴일을 갖는다.

VIC에서는 AFL 결승전, 

멜번 컵(Melbourne Cup 

day)과 같은 추가 공휴일이 

있으며, SA에서는 Queen's 

Birthday와 같은 날을 

‘National Volunteers 

Day’로 지정해 기린다. 

NT는 매년 8월 첫 주 월요

일을 ‘Picnic Day’로 정

해 놓았다.

그런 한편 각 주 및 테러

토리 정부는 지역 농산물 

쇼와 일치하기 위해 추가로 

임시 휴일을 지정하기도 한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학생들의 ‘한국어로 선보인 문화경연’... 미술-공연 부문 경합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시드니한국교육원의 정례 이벤트, 공연 8개 팀 본선에 

‘한국어’ 교과목 채택 학교 대상... 560명 학생들, 개인 및 팀 구성해 참가 신청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한국어 문화공연대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올해 행사에서 공연 부문 중등부 우수상을 차지한 
Burwood Girls High Scool의 Aileen Chae 학생 외 5명의 학생들. 이들은 멋진 안무의 K-Pop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진 : 시드니한국교육원 제공

캠시초등학교 Bella Chan 학생이 ‘내가 사랑하는 한국’을 주제로 그려낸 한국 전통 찻상. 이 작품
은 미술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사진 : 시드니한국교육원 제공

90세 생일 당시, 왕실의 어린 후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진 : 
UK Roy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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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에서 이어받음

레이시씨는 지난 12개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접수받은 후 지역

사회와 약 15만 회 이상 

상호작용을 했다고 밝히면

서 사기 관련 지원 서비스

의 필요성이 향후 30% 이

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그 에  따 르 면  ‘ H i 

Mum’ 문자 메시지 사기

범들을 추적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며 국제 법 집

행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레이시씨는 

“사기범들이 훔친 자금이 

사방으로 흘러간다”고 표

현했다.

“우리는 이 돈이 미국

으로, 아시아로, 또는 유럽

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그는 “이 문자 

메시지가 어디에서 전송되

고 이들이 빼낸 자금이 어

디로 가는지는 사기범들만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래서 지역 경찰이 손

을 대기 어려운 국제 범죄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 피해방지 팁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다

-의심스러운 문자에 담

긴 링크, 팝업, 전자메일의 

첨부는 함부로 열지 않는

다

-개인정보, 모바일 장치 

및 컴퓨터 보안을 유지한

다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한다

-소셜미디어의 개인정

보를 재설정한다

-비정상적 결재 요청에 

주의한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

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Source : Scamwatch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 정부가 최대 50

억 달러의 보육 및 경제적 

기회 기금인 ‘Childcare 

a n d  E c o n o m i c 

Opportunity Fund’ 법안

을 조만간 의회에 상정한

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 전역의 부

모들은 이용이 쉽고 저렴

해진 비용으로 양질의 보

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

을 전망이다.

지난 6월, NSW 주 정부

는 새 회계연도(2022-23

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하

면서 보육 부문에서 총 

159억 달러 집행을 약속

한 바 있다.

이 기금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NSW 주 각 가정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일드케어

(Childcare) 업계 또한 시

설 운영에 더 큰 확신을 가

질 것으로 보인다.

매트 킨(Matt Kean) 

NSW 재무장관은 주 정부

의 유아교육 개혁이 연방

정부의 보육 보조금 변경

과 합쳐질 경우 최대 4만

7,000개의 보육 서비스 일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고 말했다.

킨 장관은 “주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는 가장 필

요로 하는 부모들이 적절

한 보육 지원을 받음은 물

론 여성들이 원할 때 유급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움

을 줄 것”이라며 “또한 

이번 법안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직업과 가족 

모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

다.

NSW 재무부에 따르면 

유아교육 개혁을 통해 

NSW 주는 10년 내 노동

참여 인구의 성별 임금격

차를 최대 14%까지 좁히

고 가구 소득을 평균 

4,400달러까지 높여줄 것

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킨 장관은 “연

방정부의 보육 개혁과 함

께 제공되는 이 기금으로 

최대 9만5,000명의 여성

이 직장을 갖거나 더 긴 시

간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로니 테일러(Bronnie 

Taylor) 여성부 장관은 

NSW 주 여성의 경제적 기

회 향상과 직장참여를 촉

진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

소를 위해 올해 예산 계획

에서 발표된 기타 조치와

는 별도로 이번 기금이 추

가된다고 말했다. “이 기

금은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을 우선 대

상으로 하며, 오늘날 각 가

정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

범 운영함으로써 ‘보육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

이다.

NSW 정부의 보육 개혁

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159억 달러가 투입되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

함된다.

-보육 및 경제 기회 기

금조성 목적으로 10년에 

걸쳐 최대 50억 달러 

-2030년까지 NSW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고

품질의 보편적 킨디 준비 

학년을 도입하기 위해 10

년에 걸쳐 58억 달러 투입

-저렴한 차일드케어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해 4년에 

걸쳐 14억 달러 투입

-3세 어린이의 차일드

케어 종일 반 참여를 늘리

기 위해 6,410만 달러 투

입

-차일드케어 보육교사 

수, 교육의 질 향상 및 기

존 교사 유지 목적으로 4

년에 걸쳐 2억8,160만 달

러 투입(이 패키지에는 유

아교육 교사를 배출하는 

고등교육 장학금 최대 

25,000달러, 직업학교 교

육 및 훈련 장학금 최대 

2,000달러, 직원 유지를 

돕기 위한 고용주 지원금

이 포함)

-‘Brighter Begin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대

도시와 지방 지역의 차일

드케어 발달 점검을 위해 

4년에 걸쳐 1억1,120만 

달러 투입

-시스템 관리 역량을 구

축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다 

맞춤화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4년에 걸쳐 

2,470만 달러 투입 

-방과 전 및 방과 후 보

육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 3년에 걸쳐 3,790

만 달러 투입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 정부는 조만간 관련 계획인 'Childcare and Economic Opportunity Fund’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이것이 승인될 경우 주 전역의 부모들은 이용이 쉽고 저렴해진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사진 : NSW Government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올해 예산 계획에서 밝힌 ‘Childcare and Economic Opportunity Fund’ 법안

10년에 걸쳐 총 159억 달러 투입, ‘킨디 준비 학년’ 도입 위한 자금 확보 포함

ACCC의 델리아 리카드(Delia Rickard. 사진) 부위원장. 그녀는 특히 대중과의 소통이 많지 않은 먼 
지방 지역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우려했다. 사진 : A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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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

례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호주 공화제 운동 그룹이 국

가운영 시스템 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을 예고했

다. 공화제 로비단체가 호주

를 왕정(monarchy)에서 분리

시키려는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를 위

해 활동해 온 ‘Australian 

Republic Movement’의 샌

디 바이어(Sandy Biar) 최고

경영자는 최근 ABC 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엘

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애도 기

간을 정중히 지켜왔다”면서 

그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

제부터는 우리(호주)가 우리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캠페인 

전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

다.

연방 노동당 정부는 이미 

집권 첫 임기 중에는 ‘공화

국 전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배제했지만 다음 임

기, 즉 2025년 선거에서 승

리, 연속하여 정부를 이어갈 

경우 이를 시행하겠다고 제

안한 바 있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여왕의 국

장 기간, ABC 방송에서 “지

난 선거(5월 연방 총선) 이전, 

나는 임기 동안(노동당 집권 

가정 하에) 우리 의도가 무엇

인지를 분명히 했다”며 “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 원주

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었

다.

총리가 언급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 인정’

은 이들의 오랜 요구였다. 이

는 연방의회에 이들의 의견

을 전달할 대표 기구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의회에 이 기구를 마련

하려면 헌법이 수정되어야 

하고, 알바니스 총리는 이를 

위한 국민투표 시행이 먼저

임을 언급했던 것이다.

호주의 국가 원수,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알바니스 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공화제 로비 그룹의 

캠페인이 최소 3년을 남겨두

었음을 뜻한다. 바이아 CEO

는 “(공화제 전환 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우리 커뮤니티에 다

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

리는 국민투표에 붙일 제안

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운동은 현재 호주 국가 

원수인 찰스 3세 국왕을 대체

하는 새 지도자를 직접 만들

어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절차는 연방, 주 및 테러토리 

의회가 후보를 지명하고, 호

주 유권자들이 이 후보들 가

운데 새 국가 원수를 선출하

는 방안이다

하지만 아직 공화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 욕구를 

보이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2

세 여왕 사망 이후 실시된 가

장 최근의 ‘Guardian 

Essential’ 여론조사에서는 

공화국 지지가 43%로 나타

났다. 이에 앞서 진행된 

‘Resolve’ 조사 결과는 

46%가 공화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Roy 

Morgan Research’의 SMS 

조사에서는 호주인 60%가 

군주제 유지를 옹호했으며 

40%만이 대통령을 직접 선

출하는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사는 모두 여왕 서

거가 발표되고 국장이 진행

되는 와중에 실시된 것이다. 

바이아 CEO는 “엘리자베

스 2세 여왕 서거에 대한 대

중매체의 보도, 전 세계적으

로 슬픔과 애도를 표하는 뉴

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이 조사 결

과로 인해 공화제 전환 운동

그룹은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사 결과

는 군주제를 옹호하는 최고 

수위가 될 것”이라며 “진

정한 시험은 앞으로 몇 년 내 

우리가 균형 잡힌 국가적 대

화를 시작할 때 드러날 것”

이라고 자신했다.

“여왕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다”

다양한 주제의 호주 역사서

를 저술한 작가로 호주와 왕

정 과 의  관 계 를  다 룬 

‘Austral ia and The 

Monarchy’를 선보인 바 있

는 데이빗 힐(David Hill)씨는 

“현재 전 세계가 여왕과 작

별을 고한 지금, 호주는 ‘불

가피하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호주인들이 찰스 왕

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했

던 것과 달리 찰스 왕을 그렇

게 대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

은 틀린 말이 아니다”며 “

찰스 왕은 어머니의 후광을 

받으려 하겠지만 공화국으로 

가려는 호주인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호주인들이 너무 

많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우리 정치 체제

가 바뀌는 것을 보고 싶어 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단지 호주

인들이 국가 원수를 임명하

는 것을 보고 싶어할 뿐”이

라는 것이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역

사학자인 안젤라 울라코트

(Angela Woollacott) 교수도 

기다리는 것, 즉 구체적인 시

스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공화제 캠페인의 대의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그녀는 하워드 정부 

당시 치러진 국민투표(1999

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울라코트 교수는 “당

시 공화제 전환을 묻는 국민

투표는 대통령을 어떻게 선

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실패했을 뿐”이라

며 국민들의 결정을 묻기(국

민투표)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했

다.

사실 1999년 국민투표에서

는 대통령 선출에 대해 ‘연

방의회 3분의 2의 동의에 의

한 대통령 임명’이라는 모

델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제 운동가들은 대

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

하기를 원했고, 이 분열은 공

화제 전환을 무산시키는 결

과로 이어졌다.

울라코트 교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당시 

순간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치는 

바뀔 것이고 더 많은 비율이 

공화제를 지지하게 될 것이

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나...”

그런 한편 전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이자 군주제를 지지

하 는  ‘ A u s t r a l i a n 

Monarchist League’의 에릭 

아베츠(Eric Abetz) 의장은 “

변화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의 총독(governor-

general. 군주를 대신하는)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그는 “이것이 

입헌군주제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츠 의장은 “민주

주의 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민주 국가들 가운데 7개 국이 

입헌군주 국가”라면서 “우

리(호주)가 가진 멋진 시스템

의 장점은 더 많다”고 말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앞으로 호주의 공화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지하는 호주의 대표
적 그룹인  ‘Australian Republic Movement’는 최근 한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전개를 주도할 것
임을 밝혔다. 사진은 군주를 상징하는 왕관. 사진 / UK Parliament

호주인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보인 애정은 대단한 편이었다. 반면 여왕의 뒤를 이은 찰
스 3세 국왕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며, 이것이 공화제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왕위 계승 순위가 가장 높은 왕실의 가족
들. 사진 : Facebook / The British Monarchy

여왕 서거 후 실시된 'Roy Morgan'의 SMS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호주인들의 공화제 지지는 
40%, 군주제를 옹호하는 비율은 60%였다. 하지만 공화제 운동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치
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Source: Roy Morgan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Australian Republic Movement’ 주도... “‘불가피하게’ 공화제 될 것”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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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레저를 즐기는 비치고어

(beachgoer)들의 시즌이 시작되면

서 NSW 주 전역의 자원봉사 인명

구조 대원들(Surf Life Saving 

NSW. SLSNSW)이 활동 개시를 알

렸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지

난 9월 26일(월)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 스테파니 쿡(Stephanie 

Anne Cooke) 응급서비스부 장관, 

SLSNSW 조지 쉐일즈(George 

Shales) 의장 및 인명구조 봉사자들

과 함께 해변 안전 활동을 알리는 

붉고 노란색 깃발을 게양했다.

이날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 깃

발 게양의 큰 의미는 이제 겨울 시

즌이 지나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우

리 지역의 아름다운 해변을 안전하

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모

든 비치고어들이 SLSNSW들의 조

언을 잘 따르고 위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언제나 안전 구역을 표시하

는 이 깃발 안에서 물놀이를 즐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쿡 장관은 “11대의 제트스키와 

11대의 지원 차량이 더해지면 위험

에 처한 이들을 구조하는 SLSNSW 

대원들의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

이라며 “NSW 해안을 따라 구성되

어 있는 129개 클럽 소속의 

SLSNSW 대원들은 내년 4월 안작

데이(ANZAC Day) 때까지 매 주말

과 공휴일, 기꺼이 각자의 시간을 

제공하며 해안 안전 순찰을 맡게 된

다”고 말했다.

또한 SLSNSW 쉐일즈 의장은 지

난해의 경우 많은 비로 비치고어들

의 해안 레저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55

명의 기록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했

음을 상기시키며 “해변을 찾는 이

들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LSNSW 대원들이 활동하

는 해변, 순찰 시간 및 각 날짜별 기

후  상 황 은  ‘ 비 치 세 이

프’(BeachSafe) 이름의 앱(app) 또

는 웹사이트(https://beachsafe.org.

au)를 활용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비치고어(beachgoer)들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NSW 주 전역
의 해변에서 안전 활동을 펼치는 ‘Surf Life Saving NSW’가 
지난 9월 26일(월) 노란생과 빨간색으로 된 ‘Surf Rescue’ 기
를 게양하고 해변 안전 및 구조 활동 시작을 알렸다. 사진 : 
Metropolitan-Caloundra Surf Life Saving Club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주 정부, 2만여 자원봉사 대원들의 역할 지원 위해 제트스키-지원차량 제공







          

올 들어 호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보

이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 사이 

광역시드니의 60% 이상 교외지역 주택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향후 이 같은 가격 성

장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으며, 10년 주기로 가격이 

두 배가 된다는 근거 없는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컨설팅 사인 ‘코어로직’(CoreLogi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가격은 올해 1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8%가 하락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예비 구매자

의 대출 능력이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

다. 

▶B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CoreLogic’ 자료... 부동산 관계자들, “향후 10년 주기의 가격 성장 반복은 없을 것” 

현재 호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지만 지난 10년 사이의 시장 상황을 보
면, 특히 시드니의 경우 60% 이상 교외지역(suburb)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사진은 시드니 하버(Sydney Harbour) 주변의 주택가.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
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문의 정환용 0433 530 534
james.jeong@lyncorp.com.au james7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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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면에서 이어받음

그러나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 107%가 

상승했으며, 유닛은 이보

다 낮은 62%의 가격성장

을 보였다.

‘ C o r e L o g i c 

Australia’의 엘리자 오

웬(Eliza Owen) 선임연구

원은 “기록적 수준의 낮

은 기준금리, 인구 증가, 

늘어난 고용기회 및 제한

된 주택 공급이 주택가격 

성장을 촉진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오웬 연구원은 “

그 동안 시드니 주택시장

은 여러 차례 기복을 겪었

지만 최근의 (가격 성장) 

주기는 특히 강력했다”면

서 “이는 지난 2020년 9

월 수준보다 36% 높은 가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저렴한 

지역, 라이프스타일(특히 

해안 지역) 및 다른 지역과

의 연결성이 좋은 서버브

(suburb)에서 가파른 가격 

성장을 기록했다.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의 우미나 비치

(Umina Beach) 및 에탈롱 

비치(Ettalong Beach)의 

주택가격은 165%가 높아

져 현재 중간 가격은 각 

110만 달러, 108만 달러

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다

른 지역에 비해 나은 가격

경제성을 보였던 서부 및 

남서부에서도 성장이 두드

러져 샬비(Shalvey), 트레

기어(Tregear), 레스브릿

지  파 크 ( L e t h b r i d g e 

Park), 루스(Ruse) 등의 교

외지역은 150% 이상 가격 

상승을 보였다.

도심과 가까운 서쪽 교

외인 이너웨스트(inner 

west)도 예외는 아니어서 

버우드(Burwood)와 크로

이돈(Croydon), 노던비치

(Northern Beaches)의 알

람비 헤이츠(Allambie 

Heights), 노스-웨스트의 

뷰 몬 트 힐 ( B e a u m o n t 

Hills)과 루즈힐(Rouse 

Hill), 시드니 동부(eastern 

suburbs)의 본다이(Bondi) 

및 도버헤이츠(Dove r 

Heights)도 지난 10년 사

이 가격 성장세가 높은 상

위 지역에 포함됐다.

보다 큰 범위의 지역

(region)별로 보면, 센트럴

코스트, 노던비치, 남서부 

외곽(outer south-west), 

서부 외곽(outer west) 및 

블 루 마 운 틴 ( B l u e 

Mounta ins )에 자리한 

8 0 %  이 상  교 외 지 역

(suburb)에서 10년 사이 

두 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 였 으 며  버 큼 힐

(Baulkham Hills)과 혹스

베리 지역(Hawkesbury 

region)의 조사대상 11개 

지역(suburb) 또한 마찬가

지였다. ‘코어로직’의 

조사는 최근 1년 동안 최

소 20건 이상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교외지역을 대상

으로 한다.

오웬 연구원은 “센트럴

코스 일부 지역의 주택가

격 성장은 특히 COVID 팬

데믹 사태를 겪는 가운데 

나타난 시드니 거주자들의 

‘sea change’ 바람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시드니 도심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유로 젊

은 구매자 수요를 유발했

다”고 설명했다.

‘코어로직’ 분석에 따

르면 남서부 샬비, 트레기

어 등은 워낙 저렴했던 이

전의 주택가격 덕을 톡톡

히 보았으며 버우드의 경

우에는 시드니 도심까지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주택가

격이 크게 오르는 혜택을 

누렸다. 가격 성장폭이 컸

던 이외 지역은 주택공급

이 적었던 것에서 기인한

다.

오웬 연구원은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경제성 제약, 

높아진 주택담보 대출 이

자율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가격 상승은 아주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ANZ 은행의 수석 경제

학자 펠리시티 에메트

(Felicity Emmett) 연구원

은 “기록적 수준의 낮은 

이자율과 강한 인구 증가

가 주택가격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면서 “제한된 

신규 공급, 수요가 높아진 

라이프스타일 지역, 비교

적 구입 경제성이 좋은 지

역으로의 이주 바람도 각 

교외지역 가격을 올려놓았

다”고 덧붙였다. 에메트 

연구원의 진단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기준금

리 6% 인상을 가정한다면 

주택가격은 20%까지 하

락할 것으로 보인다.

센트럴코스트 기반의 부

동산 중개회사 ‘Wilsons 

Estate Agency’의 이안 

윌리스(Ian Willis)씨는 “

한때 은퇴한 고령층이 주

로 이주하던 센트럴코스트

는 이제 시드니 도심 및 인

근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을 피하려는 젊은이들로부

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도 원격작업(재택근무) 추

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가

족들의 이주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구매자 수요는 다

소 완화된 상황이다.

그는 “현재 이 지역 주

택가격은 약 10%가량 하

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중간가격은 크

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60~70년

대 지어진 평균 규모의 주

택들이 한때는 39만 달러

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100만 달러에 달하는 상

황이다.

■ 10년 사이의 광역시드니 
주택가격 상위 상승 지역
(Suburb : 중간 가격 / 

2021-22년 상승률 / 연간상
승률 / 10년 사이 상승률)

- U m i n a  B e a c h  : 
$1,107,383 /  6.0% / 
10.3% / 165.7%

- E t t a l o n g  B e a c h  : 
$1,077,986 /  3.4% / 
10.2% / 164.7%

-Shalvey : $694,842 / 
9.5% / 10.1% / 162.4%

-Tregear : $663,815 / 
6.6% / 10.1% / 161.4%

-Ruse : $766,714 / 6.7% 
/ 9.6% / 151.2%

-Burwood : $2,265,059 
/ -1.8% / 9.6% / 151.0%

-Lethbr idge  Park  : 
$689,500 / 6.8% / 9.6% / 
150.2%

- M o u n t  V i c t o r i a  : 
$776,647 / 13.3% / 9.6% 
/ 149.5%

-Al lambie Heights :  
$2,188,739 / -10.6% / 
9.5% / 148.8%

- N o r t h  S t  M a r y s  : 
$765,459 / 2.7% / 9.5% / 
146.7%

-Croydon : $2,128,986 / 
-2.0% / 9.4% / 145.9%

- D u n d a s  V a l l e y  : 
$1,541,521 / 0.5% / 9.3% 
/ 144.3%

-Heckenberg : $825,986 
/ 14.3% / 9.3% / 144.2%

- B e a u m o n t  H i l l s  : 
$1,665,383 / 5.8% / 9.3% 

/ 143.8%
-Pitt Town : $1,828,417 

/ 4.4% / 9.3% / 143.5%
- T h e  E n t r a n c e  : 

$1,129,370 / 4.4% / 9.3% 
/ 143.5%

- S t  I v e s  C h a s e  : 
$2,602,904 / 0.3% / 9.3% 
/ 143.5%

- M c G r a t h s  H i l l  : 
$973,941 / 7.9% / 9.3% / 
143.0%

-Rouse Hill : $1,506,359 
/ 4.8% / 9.2% / 141.7%

-Watanobbi : $706,547 
/ 7.1% / 9.2% / 141.5%

Source: CoreLogi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부동산 관계자들은 주택가격이 10년을 주기로 두 배의 가격을 보인다는 근거 없는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진은 한 주택 앞에 판
매 완료를 알리는 부동산 에이전트.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CoreLogic Australia’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사진) 선임연구원. 그녀는 “기록적 수준의 낮
은 기준금리, 인구 증가, 늘어난 고용기회 및 제한된 주택 공급이 지난 10년 사이 주택가격 성장
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CoreLogic Australia’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에서 라이프스타일 지역으로의 이주 바람이 
해안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을 크게 올려놓았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 경매 현장.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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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도시 거주자의 지방 이주 지속... 저렴한 중간 주택가격 보이는 해변 지역 많아

팬데믹 사태의 시작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가

장 두드러진 것은 도시 거

주자들의 지방 지역 이주 

바람이었다. 이들 ‘tree-

sea changers’들은 각 지

방 지역 주택가격을 크게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해

당 지역의 기존 거주민들

이 타운 외곽으로 밀려나

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

기도 했다.

현재 전염병에 따른 대

부분 제한 조치들이 해제

되고 지방 지역으로의 이

주 추세도 다소 약화되기

는 했지만 해안 또는 부시

(bush)를 선호하는 이들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

산  정 보 회 사  ‘ 도 메

인’(Domain)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지방 지역 부동산 가

격 붐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지방의 

해안타운에 주택을 마련하

는 것이 가능하다. 각 해안

타운에서 제공하는 주택은 

바다와 면해 있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주요 도시에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평

화로움과 고요함을 제공한

다. 

NSW 북부 해안 지역의 

많은 교외지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자들이 몰

리면서 주택가격도 급격하

게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저렴한 가격을 보

이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

나가 사우스웨스트 록스

(South West Rocks)와 콥

스하버(Coffs Harbour) 사

이에 있는 미드 노스코스

트(Mid North Coast 

region)의 남부카 헤드

(Nambucca Heads)이다. 

거주인구 약 6,000명인 이 

타운의 현재 중간 주택가

격은 53만3,000달러에 머

물고 있다.

빅토리아(Victoria) 주 

서부, 포틀랜드(Portland) 

또한 비교적 많이 알려진 

해안 여행지임에도 중간 

가격은 41만5,000달러를 

보이며, 이곳에서 멀지 않

은 멜번 남서부 해안 워남

불(Warrnambool)도 팬데

믹 기간에 가격이 오른 것

을 감안해도 58만5,000달

러 선에서 내집 마련이 가

능하다.

멜번 남동부, 인구 800

명의 작은 타운 코로넷 베

이(Coronet Bay) 또한 중

간 가격은 58만4,000달러

를 유지하고 있다.

보다 화창한 기후를 원

한다면 골드코스트(Gold 

Coast) 지역 라브라도

(Labrador)를 고려해 볼 

만하다. 골드코스트는 지

난해 호주 전역에서 가장 

많 은  주 간  이 주 자

(interstate migration)가 

몰리고, 이로 인해 주택가

격도 크게 상승했지만 이 

도시의 교외지역(suburb) 

중 하나인 라브라도의 중

간 가격은 57만9,000달러

에 머물고 있다. 

만약 라브라도의 중간 

가격 또는 그 이하의 예산

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주

택가를 찾아야 하거나 향

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개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B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팬데믹 기간 중 두드러졌던 'tree change' 또는 'sea change' 바람으로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NSW, 빅토리아 및 퀸즐랜드 주 해안타운의 주택가격이 크게 치솟은 가운데 아
직 저렴한 예산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교외지역도 적지 않은 편이다. 사진은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 외곽의 해안가 교외지역(suburb)인 버셀턴(Busselton) 해안. 사진 : 
Summerstar Tourist Parks

빅토리아(Victoria) 남서부 해안의 작은 타운인 포틀랜드(Portland)는 빅토리아 거주민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진 여행지이지만 중간 주택가격은 41만5,000달러 수준이다. 사진은 이 타운 외곽에 있
는 한 매물. 사진 : Portlanf Seaview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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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면에서 이어받음

NSW 주 남부카 헤드의 

부동산 중개회사 ‘@

real ty’의 나렐 하퍼

(Narelle Harper) 에이전

트는 현재 이 지역 대부분 

주택들이 60만 달러 미만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 지역으로 이주를 원한

다면 서둘러 구입하는 것

이 좋다고 권한다.

NSW 주 미드코스 코스

트 지역 해안 타운들의 주

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아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남

부카 헤드 등을 찾는 이들

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주택 중 바다 또는 강과 면

해 있는 경우, 매매는 금세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하퍼 에이전트는 

“우리 지역은 점차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

서 “최근 이자율 인상으

로 100만 달러 이상의 고

가 주택에 비해 중간 가격 

선의 매물에 대한 문의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빅 토 리 아  주 에 서 는 

‘sea change’를 원하는 

이들이 멜번 서쪽, 약 

360km 거리에 있는 포틀

랜드로 몰리고 있다. 이 지

역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

사 ‘Hudson Property’ 

사의 니키 헛슨(Nikki 

Hud son )  에이전트는 

“COVID가 우리 지역을 

사람들의 지도 위에 올려

놓았다”며 “워남불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의 

포틀랜드가 아름다운 해안 

타운이라는 것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

다”고 말했다.

현재 그녀는 해안 라이

프를 즐기며 자연을 산책

하고 바다 전망이 가능한 

휴가용 주택에 대한 문의

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구매자 수는 두드러

지게 늘어났지만 그 만큼 

공급이 뒷받침되어 현재는 

가격이 안정된 상태이다. 

다만 임대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골드코스트를 비롯해 퀸

즐랜드 남동부 지역 부동

산 시장도 현재까지 호황

을 누리는 반면,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의 교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저

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

는 주택들이 많다.

현재 골드코스트 동쪽의 

서 퍼 스  파 라 다 이 스

(Surfers Paradise) 중간 

주택가격은 230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곳에서 북쪽으

로 약 6km 거리에 자리한 

라브라도의 중간 가격은 

57만9,000달러에 불과하

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기반

의  부 동 산  중 개 회 사 

‘Ray White Surfers 

Paradise’의 클레어 브레

텔(Clare Brettell) 에이전

트에 따르면 라브라도의 

경우 60만 달러 예산이라

면 3개 침실을 가진 복층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녀는 팬데믹 이후 인

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원격근무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가운데 라브라도 

지역의 주택구입 문의 또

한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

어 이 지역의 많은 공공 공

원, 쇼핑센터, 지역 학교를 

언급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교외지역 중 하나”

라고 소개했다.

라브라도는 서퍼스 파라

다이스에서 자동차로 10

분 이내 거리이며, 브로드

워터(Broadwater) 어귀

(estuary. 강과 바다가 만

나는)에 자리한 교외지역

이다. 이곳에서 하이웨이

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브리즈번(Brisnbane)에 도

착할 수 있다.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 외곽

의 해안 교외지역에서 저

렴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중간 가격이 52만

2 , 5 0 0 달 러 인  버 셀 턴

(Busselton)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근에 자리한 웨

스 트  버 셀 턴 ( W e s t 

Busselton. 중간 가격 49

만8,500) ,  브로드워터

(Broadwater, 57만2,500) 

또한 60만 달러 미만 가격

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교외지역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중북부, 사우스웨스트 록스(South West Rocks)와 콥스하버(Coffs Harbour) 사이에 있는 남부카 헤드(Nambucca Heads)의 중간 주택가격
은 53만3,000달러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주순이다. 사진은 매매로 공지된 남부카 헤드의 한 주택(빨간 선). 잠정가격은 50만~55만 달러
로 책정되어 있다. 사진 : NV Property

남부카 헤드(Nambucca Heads)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데이비스 코트(Davis Court) 상의 이 주택은 현재 47만~51만5,000달러의 잠정가격에 매
물로 나와 있다. 사진 : NV Property

포틀랜드(Portland, Victoria) 중심가인 퍼시 스트리트(Percy Street) 상의 한 매물(노란선), 잠정가격은 60만 달러이다, 사진 : Assets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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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주말 경매- 개조가 필요한 뉴트럴베이의 허름한 주택, 176만 달러에  
‘페더레이션 스타일’의 세미하우스... 696채 매물, 9월 4주 연속 낙찰률 60% 넘겨

지난 2019년, 폭풍으로 

크게 파손되어 상당한 개

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 되 는  뉴 트 럴 베 이

(Neutral Bay) 소재 세미

하우스가 176만 달러에 

매매됐다.

이날 경매에 참가한 예

비 구매자들의 한결같이 

‘fixer upper’(구입했을 

때 손을 많이 봐야 하는 허

름한 집)라고 표현한 2개 

침실의 이 주택은 3년 전 

폭풍에 지붕이 크게 파손

됐으며, 벽, 바닥 등 내부 

또한 대대적인 개조가 필

요한 상태였다.

이 주택은 이달 마지막 

주말인 지난 24일(토) 시

드니 전역에서 경매가 진

행된 696채의 매물 중 하

나였다. 이날 저녁, 붇오산 

정 보 회 사  ‘ 도 메

인’(Domain)에 보고된 

448건4의 경매 결과는 

63.6%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아침, 114채는 경매

가 철회됐다. 

254스퀘어미터 부지를 

가진 이 세미하우스 경매

에는 9명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했으며 이 중 3명이 

적극적인 경쟁을 이어가 

입찰가는 빠르게 높아졌

다. 이어 잠정가격(170만 

달러를 넘어선 후에는 2명

의 예비구매자가 남았고 

최종적으로 6만 달러 높아

진 가격을 제시한 첫 주택

구매자 자매에게 낙찰됐

다.

올해 24살이 된 루신다

(Lucinda)와 매디(Maddi)

라는 이름의 쌍둥이 자매

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들

의 첫 주택을 마련했고, 이

주를 위해 곧바로 개조작

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 1979년, 아내와 함

께 4만9,000달러를 지불

하고 이 주택을 마련했던 

판매자 윌 휴즈(Wi l l 

Hughes)씨에게는 씁쓸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3

년 전 잠을 자고 있을 때 

폭풍으로 지붕이 파손되고 

천장이 무너졌던 일을 회

상했다. 

▶B1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9월 들어 시드니 주말 경매 낙찰률이 4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거래비율 60%는 안정적인 시장으로 간주된다. 사진은 지난 주말(24일) 뉴트럴베이(Neutral Bay)에서 경매가 진행된 2개 침실 세미하우스.  사진 : 
Firstnational Mosman

뉴트럴베이(Neutral Bay)의 세미하우스를 보여주는 이미지. 3년 전 폭풍으로 크게 파손된 이 주택을 보수하는 데에는 상당 
비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날 경매에서는 잠정가격보다 6만 달러 오른 금액(176만 달러)에 낙찰됐다.  사진 : 
Firstnational Mosman

 1920년대 지어진 맨리(Manly) 소재 아파트. 솧유자가 사망한 후 매물로 나온 이 주택은 170만 달러에 낙찰됐다. 사진 : 
McGrath Ma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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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면에서 이어받음

당시 이들 부부가 가입

한 보험은 만료됭 상태였

기에 손수 비용을 들여 집

을 수리해야 했다. 부부는 

집을 그대로 비워둔 채 서

던 하일랜드(Southern 

Highlands)로 이사했다.

이 주택 매매를 맡은 

‘ F i r s t  N a t i o n a l 

Mosman’ 사의 로드 마

르(Rod Marr) 에이전트는 

현재의 위축된 주택 시장

과 크게 상승한 건축비용

을 감안할 때 아주 만족스

러운 판매 결과라고 말했

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주택이 현재 시장에서 어

느 정도의 가격대인지, 또 

구매자가 이 주택을 보수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추가 요인을 확신

할 수 없기에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

를 알아내느라 애를 먹었

다”고 덧붙였다.

맨리에서는 클리프 스트

리트(Cliff St, Manly) 상에 

자리한 2개 침실 아파트를 

놓고 20명의 예비구매가 

경쟁했다. 100만 달러의 

잠정가격이 책정된 이 주

택은 다운사이저, 투자자 

등 6명이 적극적인 가격 

경쟁을 이어갔고 잠정가에

서 70만 달러까지 치솟은 

뒤 거래가 마무리됐다.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 

회사 ‘McGrath Manly’

의 매트 맥이완(Mat t 

McEwan)  에이전트는 

“1920년대 지어진 오래

된 유닛으로, 발코니 부분 

등에 추가 보수비용이 필

요한 점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거래 결과”라고 말

했다.

작은 안뜰이 있는 어스

킨빌(Erskineville)의 2개 

침실 아파트는 판매자가 

애초 책정했던 가격에서 2

만5,000달러를 낮추자 금

세 낙찰이 결정됐다. 거래

가격은 115만 달러였다. 

파크 스트리트(Pa rk 

Street) 상의 이 아파트 경

매는 99만 달러에서 입찰

이 시작됐으며 4명의 예비

구매자가 제시한 입찰가가 

114만 달러에서 멈춘 후 

잠시 점적이 흘렀다. 이후 

한 젊은 입찰자가 1만 달

러를 제시, 이 가격에서 낙

찰이 이루어졌다. 애초 벤

더(vendor)는 117만5,000

달러에 매물로 내놓았었

다.

‘Ra ine  &  Horne 

Newtown’ 사를 통해 매

매된 이 주택은 지난 2018

년 마지막으로 거래됐으

며, 당시 매매가는 88만

5,000달러였다. 매매를 진

행한 던컨 고든(Duncan 

Gordon) 에이전트에 따르

면 매물로 공개된 후 약 

80명의 예비구매자가 인

스펙션을 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이날 경매에서 낙

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의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에서는 한 젊

은 가족이 3개 침실의 세

미하우스를 175만 달러에 

구매했다. 이 주택은 지난 

2010년 87만5,000달러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바 있

으며, 12년 만에 꼭 두 배

가 오른 금액에 다시 판매

된 것이다.

벨 몬 트  스 트 리 트

(Belmont Street) 상에 있

는 이 주택 경매에는 5명

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했으

며, 이들의 경쟁으로 잠정

가격(160만 달러)에서 15

만 달러가 높아졌다.

애초 창고 용도로 지어

진 건물을 주거지로 개조

한  달 링 허 스 트

(Darlinghurst) 소재 2개 

침실 아파트는 잠정가격

(190만 달러)보다 5만 달

러 높은 금액이 제시됐지

만 낙찰이 결정되지는 않

았다. 이는 입찰자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데 따

른 것으로, 매매를 맡은 

‘Belle Property’ 사의 

피터 스타(Peter Starr)씨

는 관심을 보인 몇몇 구매

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

라고 말했다. 142스퀘어미

터의 내부 면적을 가진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40만 달러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바 있다.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상

승한 시드니 동부, 쿠지

(Coogee)에서는 3개 침실 

타운하우스가 230만 달러

에 매매됐다. 이는 잠정가

격에서 20만 달러가 오른 

것이며 3년 전 거래 당시

(170만5,000달러)와 비교

하면 불과 3년 사이 50만 

달러가 높아진 가격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17만5,000달러의 잠정가격이 책정되어 있던 어스킨빌(Erskineville) 소재 2개 침실 아파트. 판매자가 2만5,000달러를 낮추어 115만 달러에 거
래가 이루어졌다. 사진 : Raine&Horne Newtown

지난 2010년 87만5,000달러에 거래됐던 알렉산드리아, 벨몬트 스트리스(Belmont St, Alexandria) 상의 세미하우스. 지난 주말, 이 주택은 12년 
전 거래됐던 금액만큼 높아진 가격에 다시 매매됐다. 사진 : The Agency Eastern Suburbs

입찰자들의 제시 가격이 잠정가보다 5만 달러 높았음에도 낙찰이 무산된 달링허스트 소재 아파트. 사진 : Bel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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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중에 부동산 거래가 전통

적으로 가장 활발한 봄이 다가 왔

습니다. 그러나 벌써 5번의 걸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시장의 역

동성이 가라 앉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이러한 이자율 상승 국면

에서 새로운 봄 시장을 맞이 하며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

까요? 아마 이자율 코스트를 어떻

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 일 것입니다. 이와 관

련 헤럴드 선의 나단(Nathan) 기

자가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 있

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현재 50만불의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분은 월 

500불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

는 현실입니다. 상승추세가 이어

지면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모

기지 초이스(Mortgage Choice)의  

중개인 더몬(Thurmond)은 이러한 

이자율 상승으로 5월에 70만불 대

출이 가능했던 첫 주택 구입자가 

현재는 50만불로 대출 가능 금액

이 감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이자율로 대출을 본인의 상환 

능력보다 많이 받은 분들과 상담

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더몬 중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몬 중개인은 

이자비용을 견디지 못해 판매하는 

강제판매(Forced sale)를 피하기 

위해, 그 중에서 더 낮은 이자율, 

론 할러데이(loan holiday) 및 이

자만 갚는(interest only) 대출 등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의 첫 

단계는 15개의 대출 기관 중에서 

더  좋 은  조 건 ( 2 천 - 6 천 불 

cashback포함)을 찾는 대출기관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합니

다. 이러한 대책 강구가 소위 어쩔 

수 없이 팔아야(Oh no moment 

of a forced sale) 하는 상황을 피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 Your Property 

Success의 대출 중개인이자 부동

산 투자 전문가인 제인(Jane)은 이

러한 상황에서도 이자율 상승을 

기회로 삼아 투자를 감행하는 소

위 역투자가(contrarian investor) 

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

에 따르면 거래를 성사하고자 하

는 판매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좋

은 가격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증

가 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빌어 밝히고 있습니다. 다

만, 그녀는 이러한 역투자가들은 

구매 전에 구매후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는(주로 이자율 상승비용) 

본인의 자금사정을 철저히 점검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하고 있

습니다.

더몬 중개인에 의하면 고정이자

와 변동이자도 본인의 상황과 함

께 잘 검토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

재처럼 이자율 상승 시기에는 고

정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처럼 보이지만, 고정이자의 단점

인 Break Fee 발생이라든지, 대출 

상환금액 제한 이라든지 하는 단

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사정에 맞으면

서 최소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타

입의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자율만 갚는(interest only) 대

출에 대해서는 제인은 본래 이러

한 대출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가

격상승(capital growth)를 기대하

는 투자자들에게 잘 맞는 대출 이

어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려고 

동 대 출을 선택하는 경우 나중에 

상환 압력이 커질 것을 대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비용을 낮출 수 있

는 대책으로는 리드로(Redraw 

facility)와 오프셋(Offset account) 

방 식 이  있 는 데 ,  해 당 구 좌 의 

Saving으로 이자율 비용이 감소 

하는 방법입니다.

오 프 셋 은  거 래  구 좌

(transactional account)로 자금을 

넣어 놓으면 그만큼 이자비용이 

감축되는 방식이며, 리드로는 최

소 상환액보다 더 많이 상환된 금

액을 인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

다. 더몬 중개인은 리드로 방식이 

충동구매를 제어 할 수 있다 하여 

추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을 참고 하

여, 전문가와 상의 후 본인 사정에 

맞는 최소 이자비용을 달성 하셔

서 이자율 상승으로 초래되는 어

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

니다. 

저희 리체 컨설팅은 2009년 창

립 이래 시드니, 멜번, 브리스베인

에 자체 사무실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공

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고객 여

러분께 꾸준히 수익을 올려 드리

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리체 컨설팅 칼럼

카카오톡 친구를 등록하시면 부동산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플러스 친구목록에서'리체컨설팅시드니'로 

검색해서 친구추가 해주세요.

Riche Consulting

 
  Riche Consulting Youtube 를 치시

  면  Riche Consulting 관련 모든 동영상이 보입   

  니다.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

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

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 정보를 원하신다면?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Property Consultant                                                                       

0421 620 298
harvey@riche-consulting.com

www.riche-consulting.com

봄 시장에서 이자율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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