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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당 정부가 올

해 내에 완료하려 계획한 

정책의 핵심인 산업관계 

관련 법안이 장시간의 토

론 끝에 지난 12월 2일(

금) 이른 아침, 하원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승인되

기를 원했던 현 집권 여당

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의 가결

로, 정부가 보다 많은 호주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할 것이라고 주

장한 것처럼 임금 및 직장 

내 노사 관계에서도 상당

히 실질적인 일련의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초, 고용관

계(Workplace Relations)

를 담당하는 토니 버크

(Tony Burke) 장관은 노

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획한 ‘보다 안전한 일

자리-더 나은 급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새 법안

(‘The Secure Jobs, 

Better Pay bill’)을 의회

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신문 11월 4

일자 기사 참조).

이날(12월 2일) 아침, 법

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자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노사

관계 개혁은 근로자들의 

급여와 생산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

자는 물론 기업의 승리”

라고 말했다.

총리는 “오늘은 전염병 

사태의 영웅들, 청소 및 장

애 노동자, 고령자 돌봄 인

력, 유아교육자들의 승

리”라면서 “그들은 정부

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감

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한 더 나은 근무조건과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의 피터 더튼

(Peter Dutton) 대표는 “

노동조합이 노동당 정부에 

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매

우 중요한 보답”으로 간

주하면서 “호주의 모든 

비즈니스 그룹이 이 법안

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

다.

이번에 하원에서 가결된 

노사관계법의 주요 사항을 

알아본다.

▶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해질까... 노동당 정부의 새 노사관계법, 하원 가결
“노동당 정부의 정치적 승리...”, 급여 상승-생산성 향상 주장에 야당 및 재계는 반발

노동당 정부가 우선 정책으로 삼았던 노사관계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2월 2일(금) 이른 아침,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법안이 
가결되기 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고용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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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 Multi-employer 
bargaining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내놓았을 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복

수 사용자 협상(multi-

employer bargaining. 해

당 산업-직종별 단체 협

상)이었다.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동조합과 재

계 사이에 상당한 의견 충

돌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노

동조합이 여러 유사한 사

업체에 적용되는 임금협상

을 훨씬 수월하게 논의하

도록 만든다. 가장 일반적

인 예는, 많은 근로자가 일

하는 보육 및 노인 간호와 

같은 부문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 이 복

수 사용자 임금협상에 포

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서는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되며 50명 미

만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장애물이 

있다. 아울러 현재의 기업 

계약(근로자와 고용주 사

이에 협상된 기존 급여 계

약)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 

또한 제외된다.

재계는 두 가지 우려 사

항을 제기하며 이 같은 변

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우선, 이 같은 임금협상이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비용 

관련 문제로, 이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주

가 바라는 바와 달리 임금

협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JobSeeker deal
이 부분은 실제로 임금

협상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사관계 개혁을 담은 법

안이 상정되었을 때 무소

속의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상원 의원은 정

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긴 협상을 

벌여야 했다. 그리고 포코

크 의원은 성공적으로 법

안의 몇 가지 조정과 정부

의  소 득 지 원  지 급

( i n c o m e - s u p p o r t 

payments)에 대한 별도의 

연례 검토를 주장했다.

그의 성공적 주장은, 모

든 예산에서 앞으로 2주 

후 독립 전문가 패널이 구

직자 수당(Jobseeker), 고

령연금 및 장애지원 연금

과 같은 보조금 지급에 대

한 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

임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는 이 독립 패

널이 제시하는 의견을 받

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포

코크 의원은 “정부가 전

문가 패널의 의견을 무시

하기로 하는 선택을 한다

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

명해야 할 것”이라고 엄

포(?)을 놓은 상태이다.

■ 그렇다면, 
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정부는 이 법안을 내놓

을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주된 주장은 지

난 수년 동안 고용주와 노

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새

로운 임금협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

적으로 호주의 산업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Law)이 가진 문제 때문이

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는, 노사

관계법이 가진 문제 중 일

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특

히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제

안한 임금협상이 공정한지

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

는, ‘better off overall 

test’라고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복수 사용자 

협상이라는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임금협상이 성사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복수 고용

주 협상에 묶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직

접 새로운 임금 계약을 빠

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

대이다.

▶3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노동당 정부가 상정한 노사관계 개혁을 담은 새 법안은 지난 12월 1일 하원에서 장시간의 토론
이 이어졌으며 다음날 이른 아침 가결됐다. 사진은 하원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토론하는 의원들. 사
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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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으로 영국

과 호주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남자는 

직업으로 의사, 변호사, 목사중 하나

를 선택했었다.  그중 목사는 서양사

람들이 인륜지대사로 간주하는 세례, 

주례, 장례를 전담했던 필수적인 존재

라 누구에게나 존경의 대상이였다.  

남녀노소, 강자, 약자, 부자, 거지, 인

종, 민족을 불문하고 모두를 차별과 

편견없이 대하는 목사는 만인의 친구

이자 멘토, 상담자인 반면 거룩한 종

교인라 분리되어 있기에 누구와 각별

이 친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변호사와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  제각기 개인 변호사를 두고 수

시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원절차에 익

숙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활발하기에 

상당한 법률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도소

하고 한다.  교도소에 들어가려면 반

드시 재판관으로부터 실형선고를 받

아야 하는데 법정대리인 (즉 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을 진행할수 없는 호주

이기에 호주내 모든 교도소 수감원들

은 1명 이상의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상당수는 교

도소 입소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

신의) 변호사 험담 취미를 가지게 되

기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에 오래 지낼수록 형법지식

은 늘기 마련이라 변호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어느순간 형법교수를 뺨치는 실력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자신

건뿐 아니라 동료 수감자의 케이스에 

대해 훈수를 두기 시작하고 변호사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판사의 과실까지 

들먹이는 수다쟁이가 되고만다.

그렇다고 최고의 의뢰인 어장인 교

도소에 명함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뿌

리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수

감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수

임료만 지불한다면 교도소를 들낙거

리며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임료가 끊어지는날 변호사

도 손을 떼고 만다.  호주에서는 인권

유린당해서, 나쁜 검사에게 농락당해

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억

울하게 수감된 사람이 없기때문이다.  

국선변호사를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

는 상황에서 권리를 상실한 범죄자는 

없기 때문에 담배 한값에 살인누명을 

벋게 해주는 변호사는 시대착오적 유

령이다.  호주에서는 그러한 변호사가 

없는 것이 아니가 필요가 없다.  돈 문

제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돈 없이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는다는것은 모

순이 된다.  돈 없으면 국선 변호사에

게 의뢰하면 된다.  허구헌날 형사건

만 전담하는 국선변호사의 실력은 누

구보다 좋은것을 알았으면 한다.

교도소에서 목사에게 전화해서 상

담뿐 아니라 여러가지 부탁을 청하는 

수감자들도 있다.  수임료가 없음은 

두말할것 없고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

모해 가면서 도움을 제공하려는 천사

들이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

들, 아들을 잃은 부모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

끼지 않는 이들이 목사이며 이민자 목

사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공

되는 그들의 인내와 따스한 손길은 변

호사들과는 다른 차원의 도움이다.    

돈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자

동차형 변호사에 비해 친환경 그린 에

너지 발전소 같은 목사들이다.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목사와 변호사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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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Sarah. 가명)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호

주에서 돈을 벌기로 마음

먹고 캔버라(Canberra)에 

있는 마사지요법 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필리핀

에서 온 그녀는 함께 일하

는 동료 8명과 한 개의 방

에서 숙박을 하며 개인적 

사회활동이 거의 제한된 

가운데 주(per week)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

야 했다. 그녀가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는 시간

당 10달러였다.

4년간 고용주에게 착취

를 당한 사라씨는 호주에

서 법정 최저임금 요율보

다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

인 호주 내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 중 한 명이다.

최근 NSW 주의 각 산업

별 노동조합 연합 기구인 

‘Unions NSW’가 1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걸쳐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

된 7,000여 건의 구인광고

를 조사한 결과 60%가 법

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앤드류 가일스

(Andrew Giles) 연방 이민

부 장관이 지난 12월 5일(

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

면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

의 구인광고는 중국어가 

가장 흔했으며 일본어, 베

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

갈어가 뒤를 이었다.

소매업은 법정 임금을 지

키지 않는 최악의 분야로, 

Unions NSW’가 조사한 

(영어 이외의) 외국어 광고

의 84%가 법정 임금 이하

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이런 광고는 

소매업에 이어 청소용역, 

운송, 건축 및 건설, 접객

서비스, 헤어 및 미용 순으

로 많았다.

이 분야와 달리 지난 4월

부터 별도의 최저임금 시

행법이 도입된 원예 산업

의 경우, Unions NSW는 

시간당 법정 임금을 준수

하여 제시한 광고가 법 도

입 이전의 12%에서 이후 

60%로 개선되었음을 확인

했다.

Unions NSW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이 

호주에서 하나의 ‘비즈니

스 모델’이 되었으며 이

를 바로잡아야 할 ‘Fair 

Work Ombudsman’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인력 자원이 없는 실정”

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

다.

전 고용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명을 밝히지 않

은 사라씨가 일했던 마사

지요법 서비스는 ‘헤어 

및 미용 산업’ 상의 임금 

요율에 따라 시간당 24.66

달러를 받아야 했다. 호주 

법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

는, 한 동료가 해당 업소를 

탈출하여 노동조합에 그 

상황을 알릴 때까지 시간

당 14달러 이상 적은 임금

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

했다.

사라씨는 “고용주의 감

시가 엄격했고 외출도 거

의 불가능했으며 다른 이

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조

차 허용되지 않았기에 호

주의 급여 상황을 알 수 없

었다”고 말했다.

▶3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Unions NSW’가 1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걸쳐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된 7,000여 건의 구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60%가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BC 방
송을 통해 노동착취 문제를 털어놓은 한 여성 이주노동자.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영어 외 언어로 된 구인광고 절반 이상의 제시 급여, 최저임금에 못 미쳐
‘Unions NSW’, 7천여 건의 ‘외국어 광고’ 조사... 시간당 10달러의 저임금 노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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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높은 위상으로 인

해 재외동포들 또한 무형의 혜택을 

보는 가운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이 강화되면 이 또한 더 많은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다.”- 강현우(변호사)

“부모 세대는 정치를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한인사회의 그 시각이 바뀌어야 하

고 젊은 한인들의 정당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한인 커뮤니티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김

도연(샐리 시토우 의원 보좌관)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침(up 

and down)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방주성(엔지니어)  

향후 시드니 한인 커뮤니티의 주

축이 될 동포 청년들이 보다 긴밀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미래는 물론 한인사회의 발전적 방

향을 모색해보는 제33대 시드니한

인회(회장 강흥원)의 두 번째 차세

대 포럼이 지난 11월 30일(수) 저

녁,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호주 한인 차세대들, 스스로에

게 길을 묻다’라는 타이틀로 마련

된 올해 청년 포럼은 법, 정치 및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3명의 청년

들이 각자의 길을 소개하면서 커뮤

니티 공동의 이익을 위한 차세대들

의 역할과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이

었다.

이날 첫 주제 발표를 맡은 

강 현 우  변 호 사 ( H & H 

Lawyers 대표 변호사, 전 

NSW 검찰청 검사)는 호주에

서의 청소년 시절과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류’에 힘입어 모국의 높아진 

위상이 재외 한인사회에도 자

긍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한 

뒤 “이와 마찬가지로 법조계

에도 부친의 이름 덕을 보는 

이들이 많다”면서 “각 전문 

분야에서 한인들의 역량이 강

화되어 이 사회에 긍정적 이

미지를 심게 되면 한인 커뮤

니티 또한 그로 인한 무형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치학(호주국립

대학교)을 공부하면서 지난 5

월 연방 선거에서 승리, 리드 

지역구(Division of Reid)를 

대표하게 된 샐리 시토우

(Sally Sitou) 의원 보좌관으

로 일하는 김도연씨는 청소년 

시절, 정치 분야로의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정당 가입 

적격 연령이 되는 15세에 노

동당 당원이 되어 청년조직에

서 활동하며 정치 부문에서 

배우야 할 것을 익혀가는 있

고, 현재 의회에 있는 모든 이

들 또한 그런 길을 걸어왔다

면서 “정당정치에서 한인 커

뮤니티가 더 큰 영향력을 갖

기 위해서는 한인 청년들의 정당 

가입이 보다 확대되고 주요 정당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주제발표는 호주의 

한 레이더 개발회사 연구 엔지니어

로 일하는 방주성씨가 맡았다. 단

기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기도 했던 

그는 호주에 ‘정식’ 정착한 것이 

이제 9개월이 되었다면서 한국에

서의 연구소 경력, 호주에 정착하

기로 결심한 후 외부적 요인(코로

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우여

곡절을 흥미있게 전했다. 그는 “

청소년 시절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청년

이 된 후에는 여러 분야의 길을 모

색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

아야가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

서 “그렇게 정한 자신의 길에서 

감정의 과잉을 자제하고 자기연민

에 빠지지 말며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

였다.

이날 포럼에는 약 30여 동포 청

년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현재 

시드니에서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

한 한국의 하이스쿨 학생 10여명

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강흥원 회

장은 “한인사회의 성장을 주도할 

차세대들이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서로간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라며 “이

런 계기를 통해 한인 청년들이 보

다 견고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

한 토론의 장을 이어갔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민주평통호주협의회, 재

호주대한체육회, 호주민주연합 등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차세대 청년들의 역량 강화, 한인 커뮤니티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
시드니한인회 주관의 동포 청년 대상 포럼서 각 분야 젊은이들, 각 부문 역할 강조

시드니한인회가 연례행사로 마련한 두 번째 한인 차세대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각 전문 분야 청년들은 젊은이들의 역
량 강화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사진은 포럼 후 자리를 함께 한 한인 청년 및 동포단체 
관계자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법률, 정치, 엔지니어 부문의 주제 발표자들. 사진 왼쪽부
터 강흥원 한인회장, 강현우 변호사, 김도연 보좌관(Sally 
Sitou 의원), 광학 엔지니어 방주성씨.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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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산업 부문에서의 노동

력 수요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는 

연간 4%씩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올해 들어 신규 직원 모집에

서 제시된, 인상된 급여보다는 낮

은 수준이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인플레이

션을 고착화하고 훨씬 더 공격적

인 이자율 인상을 강요하는 ‘임

금-물가 상승의 악순환’(price-

wage spiral)을 경계하는 가운데, 

호주 최대 구인구직 사이트 

‘Seek’가 내놓은 데이터는 임

금 관련 공식 데이터에서 보여주

지 못한 위안을 제공한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의 최근 임금물

가지수(Wage Price Index. WPI)

에 따르면 인금상승률은 지난 9월

까지 연간 3.1%로 대부분 경제학

자들의 예상보다 높았다.

‘Seek’의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지수는 더 높은 인상률을 보

인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 상

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이 있는 신입 직원들에게 제공되

는 임금을 반영할 뿐이다.

각 기업의 채용 담당자, 경제학

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더 높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직하려는 이들이 기대했던 올해 

초반처럼 급여 상승이 강력하지는 

않다는 진단이다.

‘Seek’의 매트 코길(Matt 

Cowgill) 선임 경제연구원은 “구

인광고에 명시된 급여 증가율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월 약 0.4%

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연

간 성장률은 올해보다 2021년도 

일어난 것에 더 가깝다”고 말했

다.

이어 그는 “광고된 급여에 대

한 월별 성장률 안정성이 아마 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인광

고 상의 급여인상 비율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차이가 좁혀

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거시 경제 전문가 팀 베이커(Tim 

Baker) 연구원은 호주의 경우 미

국 등 다른 경제권에서 인플레이

션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는 이른

바 임금 대란(wages breakout)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고 분석했다.

부족했던 노동력, 
공급 숨통 트여

베이커 연구원은 이에 대해 “

이전에 직업을 갖고자 하지 않았

던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

입함으로써 노동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가

정했다.

“호주는 대부분의 앵글로 국가

들에 비해 더 풍부한 노동력을 갖

고 있다”는 그는 “영국과 북미 

전역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COVID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반면 뉴질랜드는 최근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G10 전반에 

걸쳐 노동시장 참여율(COVID 이

전 수준)과 임금상승 사이에는 확

고한 (부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

았다.

베이커 연구원은 또한 호주의 

임금성장률이 극히 낮은 실업률보

다 저조한 이유로 “팬데믹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고용 만연” 때

문으로 분석했다. “민간부문 고

용주는 수요 조건에 따라 급여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은 반

면 공공부문 임금 설정은 보다 엄

격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진단은 실제로 지

난 분기(-0 . 9%)와 지난해

(-1.5%) 공무원 구인 광고에 제

시된 급여 패킷을 보여주는, 

‘Seek’의 광고급여지수(Seek's 

advertised salaries index)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교육 및 훈련(1.2%), 요양 및 의

료(3.2%) ,  지역사회 서비스

(3.3%)와 같이 정부가 지배하거

나 대부분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다른 부문도 지난 1년 동안 평균 

임금 증가율을 밑돌았다.

한편 구인광고에 명시된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무역거

래 및 서비스(6.2%), 행정 및 사

무지원(5.6%), 디자인 및 건축설

계(5 .5%) ,  제조-운송-물류

(5.4%) 부문이었다.

■ 구인광고에 제시된 
산업별 급여 상승률
(산업 부문 :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 사이 / 2022년 7월에

서 10월 사이)

Trade & Services : 6.2% / 1.7%

Administration & Office Support 

: 5.6% / 1.4%

Design & Architecture : 5.5% / 

0.5%

Manufacturing, Transport & 

Logistics : 5.4% / 1.2%

Insurance & Superannuation : 

4.8% / 3.0%

Construction : 4.7% / 2.6%

ICT : 4.6% / 0.6%

Call Centre & Customer Service : 

4.6% / 1.1%

Mining, Resources & Energy : 

4.6% / 0.6%

Accounting : 4.2% / 1.0%

Engineering : 4.0% / 0.0%

Hospitality & Tourism : 4.0% / 

1.3%

Retail & Consumer Products : 

3.8% / 1.6%

Real Estate & Property : 3.8% / 

0.2%

Sport & Recreation : 3.4% / 1.0%

C o m m u n i t y  S e r v i c e s  & 

Development : 3.3% / 1.9%

Healthcare & Medical : 3.2% / 

1.3%

Marketing & Communications : 

2.9% / 0.1%

H u m a n  R e s o u r c e s  & 

Recruitment : 2.9% / 1.3%

Sales : 2.7% / 1.0%

Banking & Financial Services : 

2.4% / -0.1%

Legal : 2.1% / 1.4%

Science & Technology : 2.0% / 

0.2%

Education & Training : 1.2% / 

0.4%

Consulting & Strategy : 0.9% / 

-0.6%

Advertising, Arts & media : 0.3% 

/ -1.2%

Government : -1.5% / -0.9%

-The public service was the only 

sector where advertised salaries 

went backwards.

Source : Seek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각 산업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인광
고에 제시된 급여 인상률은 여전히 견고한 편이지만 이는 
신규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급여 성장은 물
가상승 수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  
Pixabay / public domain

호주 최대 구인구직 사이트 ‘Seek’의 연도별 광고된 급여 인상 그래프. 이 회사의 매트 코길(Matt Cowgill) 선임연구원은 
급여 성장률이 올해 초 정점에서 약간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 : Seek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호주 통계청의 ‘Wage Price Index’, 지난 9월까지 연간 3.1%로 예상보다 높은 편
구직사이트 ‘Seek’의 광고된 급여 지수, “보다 강한 반면 신입사원 급여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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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대로 치솟는 물가

를 잡기 위해 호주중앙은

행(RBA)이 지난 5월부터 

8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

상했다. 4연속 0.5% ‘빅

스텝’을 포함해 매달 그

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 결

과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였던 0 .1%에서 무려 

3.1%까지 급등했다. 연 

2~3% 물가안정을 목표로 

닥치는 대로 금리폭탄을 

쏟아 부었다. 어마어마한 

폭격 앞에서 RBA가 우뚝

한 거인이라면 서민은 깨

알처럼 흩어진 난쟁이 신

세나 마찬가지다. 고물가 

때문에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를 잡는다고 금

리까지 올리니 이중고 삼

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분

명 경제 살리기 대책일 터

인데 아예 죽을 수도 있겠

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

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

을까?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

기 위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한다. 그렇

게 많이 풀렸다는 돈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홍수처

럼 넘쳐난 돈이 유독 내 지

갑만 피해서 도망친 것 같

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

망 마비로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공급 측면에서 발생

한 문제인데 금리를 올려 

수요를 줄인다고 가격이 

내려갈까? 이미 가격이 올

랐다면 이에 따라 자연스

럽게 수요가 감소하고 있

는데 여기다 금리까지 올

릴 필요가 있나? 

일손 부족으로 임금이 

올라 용역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고도 한다. 단기

로 구인난을 해결하려면 

이민 문호를 확대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관련 이민법규를 빨리 완

화하면 되지 않을까? 극심

한 구인난 때문에 고용주

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데 지난 5월 출범한 노동

당 정부는 아직까지 ‘검

토 중’이다. 이민 문호 확

대에는 소극 태도를 보이

는 반면, 임금 인상에는 전

투하는 자세로 나서고 있

다. 물가가 7% 상승했는

데 실질소득이 줄지 않으

려면 임금도 그만큼 올라

야 마땅하다. 임금을 올려

도 일손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가가 잡힐 턱이 

없다. 물가가 오르고 임금

이 따라 오르고 그래서 물

가가 다시 오르고 임금이 

또 올라야 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면 끔찍하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

지고 경제침체가 오면 주

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

가 폭락할 것이고 결국 ‘

현금이 왕’이 된다. 현금 

부자들이 타인의 알토란 

자산을 헐값에 사두었다가 

경제가 정상을 찾으면 막

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대박’ 기회가 

오고 있다. 물론 그 반대편

에서는 ‘자산 부자 현금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그 

자산마저 잃어버린 ‘진짜 

거지’들이 넘쳐날 것이

다. 어느 경제 위기 때나 

한 사회의 부(富)가 재편되

는데 종국에는 여지없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

貧)을 낳는 게 기가 막힐 

뿐이다. 

세상은 어차피 RBA를 

비롯한 거인들의 게임장이

다. 무지막지한 거인들의 

‘빅스텝’에 밟혀 죽지 

않으려면 난쟁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바닥

에 불이 나도록 각자도생(

各自圖生)을 도모해야 한

다. 그저 덜 쓰고 더 버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경제대란이 닥쳐와도 아

내의 플릇 레슨은 이어진

다. 자기가 가르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배워서 돈

을 쓰는 레슨이다. 늦은 나

이에 배움의 열정은 상찬

할 일이나 아이 넷에 더해 

주부까지 학생 노릇을 자

처하니 뒷바라지하는 가장

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얼마 전 내가 운전을 해서 

아내를 플릇 선생의 집까

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그녀가 레슨을 받는 동안 

나는 근처 카페에서 노트

북 컴퓨터로 업무를 했다. 

1시간 30분 뒤 레슨을 

마친 아내는 ‘헝그리인(

人)’이 되어 빨리 식당으

로 가자고 채근했다. 배고

픈 아내가 무서울 때가 많

아 후딱 차를 몰았다. 아내

는 만둣국 한 그릇을 ‘뚝

딱’하더니 쇼핑을 가지고 

했다. 레슨비에 밥값에 쇼

핑까지 이 어려운 경제시

기에 소비에 열을 올리는 

자태가 마땅치 않았다. 끌

려갔든 따라갔든 어쨌든 

아내는 나를 자선단체 ‘

적십자(Red Cross)’가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갔

다. 소박한 매장 내부에는 

주로 중고 의료가 걸려 있

고 한쪽 진열대에는 잡화, 

장신구, 책이 놓여 있었다. 

모두 기부 받은 물품이다. 

판매 수익금은 적십자 구

호활동에 쓰인다고 했다. 

가게에 있는 물건은 새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

서 품질이 부족하지는 않

았다. 무엇보다 순수한 가

격표가 마음에 들었다. 시

중에서 80~90달러 하는 

나이키 셔츠가 단돈 25불

이었다. 아디다스 달리기

용 반바지도 12달러였다. 

인플레이션 스트레스가 전

혀 없는 무풍지대에서 당

장 행복한 구매를 완료했

다. 아내도 패션 감각이 탁

월한 호주 할머니에게 어

울릴 법한 아이템들을 알

뜰하게 쓸어 담았다. 모처

럼 소비 행위에서 푸근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 시

간이었다. 

적십자 가게를 나오는데 

벽에 부착된 ‘인류의 

힘 ’ ( P o w e r  o f 

Humanity)이라는 알림판

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약한 

개인일지 모르나 전체 인

류에게는 신(神) 다음으로 

거대한 힘이 있다. 아무리 

거인들의 세상이라도 수많

은 각성한 난쟁이들이 한

마음으로 나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긋지긋

한 인플레이션의 저주만 

해도 온 인류가 동시에 소

비를 10%만 줄여도 당장 

잡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

비 행태를 변화하도록 유

도하기 위함이다. 기후변

화 역시 인류가 다 함께 나

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

제이다.  

거대한 인류의 힘이 적

십자 가게처럼 소유와 욕

망이 아니라 나눔과 도움

에 모아질 수는 없을까? 

냉소 섞인 의심과 함께 

간절한 희망이 일어난다. 

인류의 힘
가언과 진언 사이 - 34

정동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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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모인(Drummoyne)의 한 해안가 주택이 14

명에 이르는 예비구매자들의 가격 경쟁으로 467

만 달러에 낙찰, 화제가 됐다. 이 지역에서 주택 

규모를 줄여 이주하려는 한 다운사이저는 투자자, 

건축업자 등이 혼합된 입찰자들과의 가격 경쟁을 

끝까지 이어가 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워터프론

트 주택을 낙찰받았다.

디  에 스 플 러 네 이 드 ( T h e  E s p l a n a d e , 

Drummoyne) 상에 자리한 이 주택 소유자는 지난 

1972년, 이 자리의 빈 부지를 2만8,000달러에 매

입한 후 4개 침실 주택을 건축했으며, 50년간 거

주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었다.

▶B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주말 경매- 다운사이저, 
드럼모인 해안가 주택에 467만 달러 지불

구매자, “약 100만 달러 더 지출” 의견... 12월 첫 주, 674채 매물-낙찰률 60.1% 

이달 첫 주(3일) 시드니 주말 경매에는 비교적 많은 674채의 매물이 등록되었으며, 낙
찰률은 이전 주에 비해 다소 떨어진 60.1%로 집계됐다. 사진은  드럼모인
(Drummoyne)의 한 해안가 매물. 사진 : BresicWhitney Hunters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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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면에서 이어받음

파이브덕 베이(Five Dock Bay) 

맞은편에 있는 이 주택 부지에 2

층 규모의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

부가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이 주

택 경매에는 개발업자, 건축업자 

등이 입찰, 높은 입찰가 경쟁이 이

어졌다.

이날 경매는 애초 공지됐던 가

이드가격(360만 달러)보다 낮은 

350만 달러에서 시작됐다. 입찰 

개시와 함께 4명의 입찰자가 적극

적으로 참여, 입찰가는 10만 달러

씩 상승하다 후반에는 1만 달러 제

시가 몇 차례 더 이어졌으며, 벤더

가 설정한 잠정가격(400만 달러)에

서 67만 달러가 높아진 467만 달

러에서 낙찰이 결정됐다. 이 주택

을 차지한 이는 다운사이징 건축

업자 프레드 니그로(Fred Nigro)

와 미용사로 일하는 아내 조(Jo 

Nigro)였다.

건축업자인 니그로씨는 현재 살

고 있는 너무 큰 주택을 매각하고 

보다 작은 주택을 찾고 있던 중이

었다. 경매가 끝난 후 이 주택의 

낙찰가격이 공정한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이 주

택의 실제 가치보다 100만 달러

를 더 지불했다고 본다”고 말했

다.

이 주택은 지난 주말(3일) 시드

니 전역에서 경매가 진행된 674

채의 매물 중 하나였다. 이날 저

녁,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

인’(Domain)에 보고된 454채의 

경매 결과는 60.1%로 잠정 집계

됐다. 이날 아침, 128채의 매물은 

경매가 철회됐다.

매매를 진행한 ‘BresicWhitney

 Hunters Hill’ 사의 피터 그레

이슨(Peter Grayson) 에이전트는 

“매력적인 가격”이라며 “경매

가 공지된 후 많은 이들이 이 주택

에 관심을 보여 14명의 예비 구매

자가 입찰했다”고 말했다.

경매 과정을 지켜본 한 주민에 

따르면 오래 전, 이 거리(The 

Esp lanade )  주변은 ‘늪지

대’(swamp)였으며 수년에 걸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해안

가라는 점을 활용하고자 서서히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도메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

재 드럼모인의 중간 주택가격은 

270만 달러이다. 이는 올해 9월까

지 지난 12개월 사이 6.9%가 높

아진 수치이다.

엣지클리프(Edgecliff)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투자자가 글

렌모어 로드(Glenmore Road) 상

의 복합용도 부동산에 401만 달

러를 지출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8명의 예비 구매자가, 저당권자

(mortgagee-in-possession)가 

행사한 매각에 입찰했다.

이 부동산을 저당잡고 있던 판

매자가 400만 달러를 원했지만 

입찰은 이보다 크게 낮은 150만 

달러에 시작됐다. 그리고 8명의 

입찰자 가운데 5명이 가격 경쟁을 

이어갔으며, 가격제시가 느리게 

이어지는 가운데 입찰가는 400만 

달러를 넘어 401만 달러에서 낙

찰이 이루어졌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동산은 지

난 2002년 마지막으로 거래됐으

며, 당시 매매가는 171만500달러

였다.

시드니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투자자는 노스 시드니(North 

Sydney)의 1개 침실 유닛을 52만

3,000달러에 손에 넣었다.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 상에 자리

한 이 유닛은 매물로 공지되면서 

420,000달러에서 460,000달러로 

안내되었었다. 

비록 1개 침실이지만 비교적 부

담 없는 가격으로 인해 이날 경매

에는 14명의 첫 주택구입자

와 투자자가 입찰했으며, 벤

더가 원했던 최저 가격에 비

해 10만 달러 이상 높아진 가

격에 낙찰된 것이다.   

매 매 를  맡 은  ‘ B e l l e 

Property Neutral Bay’ 사

의 데이빗 벤자필드(David 

Benjafield) 에이전트는 “많

은 예비구매자들이 이 같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로 여긴 것 같

다”며 “사실, 부동산 시장

의 침체는 거의 바닥까지 왔

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최

근 주말 경매에는 투자자들

의 입찰이 크게 늘어났다”

며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

기에 이들(투자자들)이 다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자필드 에이전트에 따르

면 지난 8월, 같은 건물, 같은 

전망을 가진 또 다른 1개 침

실 유닛이 45만5,000달러에 

판매된 바 있다.

본다이(Bondi)에서 85만 

달러의 가이드 가격이 제시

된 2개 침실 유닛은 92만

5,000달러에서 매매가 이루

어졌다. 에드워드 스트리트

(Edward Street) 상에 있는 

이 유닛에는 3명의 예비 구매

자가 입찰했으며, 비교적 이른 시

간에 낙찰이 결정됐다. 마지막으

로 가격을 제시한 이는 미국에서 

일하다 최근 시드니로 돌아온 입

찰자였다.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 Eastern Beaches’

에 따르면 이 유닛은 지난 2003

년, 43만8,000달러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바 있다. ‘도메인’ 자료

를 보면, 현재 본다이의 유닛 중간 

가격은 140만 달러에 이른다. 이

는 올해 9월까지 지난 1년 사이 

8.5%가 상승한 것이다.

켈리빌(Kellyville)에 있는 4개 

침실 주택은 이 지역의 한 다운사

이저에게 판매됐다. 본드 플레이

스(Bond Place) 상에 자리한 이 

주택의 낙찰가는 167만500달러

였다. 이는 잠정가격(157만 달러)

에서 10만500달러가 높아진 것이

다.

경매를 맡은 ‘Benson Auctions’

의 스투 벤슨(Stu Benson) 경매사

는 켈리빌 지역의 주택 거래에서 

이 같은 낙찰가는 비교적 좋은 거

래 결과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회사 ‘Sciberras 

Group RE’가 매매를 진행한 이 

주택은 지난 2013년 마지막으로 

거래된 바 있으며, 당시 매매가는 

71만5,000달러였다.

켈리빌의 중간 주택가격은 올 9

월까지 지난 12개월 사이 15.7%

가 높아져 현재 170만1,000달러

로 집계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드럼모인의 디  에스플러네이드(The Esplanade, 
Drummoyne) 상에 자리한 4개 침실 주택의 낙찰가는 
467만 달러였다. 이 주택의 새 소유자가 된 이는 "실제 가
치보다 약 100만 달러를 더 지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
진 : BresicWhitney Hunters Hill

엣지클리프(Edgecliff)의 한 복합용도 부동산. 이 부동산 
저당권자(mortgagee-in-possession)가 행사한 경매에
서는 이 지역 투자자가 4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를 차지
했다. 사진 : LJ Hooker Doubl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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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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2일(목)은 엘리

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는 

임시 공휴일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26일(월), 서

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는 또 한 번의 휴일을 가졌

다 .  바 로  ‘ 여 왕  생

일’(Queen's Birthday) 휴일

이었다. 

여왕 생일 휴일은 각 주

(State and Territory)마다 달

라  W A 와  퀸 즐 랜 드

(Queensland)를 제외한 주에

서는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

일을 휴일로 하고 있으나 

WA는 매년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여왕 생일’로 기념하고 

있다(QLD는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

지난 9월 8일(런던 현지시

간) 여왕이 서거한 뒤 WA와 

빅토리아(Victoria)는 호주 각 

정부관할 구역에서 ‘여왕 

생일’이라는 명칭을 ‘국왕 

생일’로 가장 먼저 변경한 

주이다. 이제 WA의 공식 명

칭은 ‘King's Birthday’이

다.  

하지만 다른 주 및 테러토

리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명

칭이 변경되지 않았다. 그렇

다면 언제쯤 바뀌며, 찰스 3

세 국왕의 실제 생일은 언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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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는 이미 이 공휴일의 공

식 명칭을 ‘왕의 생일’로 

변경했다. ‘여왕 생일’ 휴

일을 갖던 QLD, ACT 및 타

스마니아(Tasmania)에서는 

‘Queen's Birthday’라는 

공식 명칭 대신 ‘Birthday 

of the Sovereign’이라 했으

며, 비공식적으로는 ‘여왕 

생일’이다.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와 남부호주(South 

Australia)는 NSW와 같은 6

월 둘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이어오고 있으며, 이 날짜에 

대한 공식 명칭은 아직 

‘Queen's Birthday’라고 

되어 있다. 

NSW는 NT, SA와 같은 날

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

여왕 생일’을 포함하여 공

휴일 일정은 공휴일 법

(Public Holiday Act, 2010)

에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Queen's Birthday’라는 

명칭 자체를 ‘King ' s 

Birthday’로 변경하려면 이 

법을 수정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러했듯, 찰스 3세 국왕 또한 

이 공휴일 공식 명칭을 내년

쯤으로 예상되는 대관식

(coronation) 이후로 미룰 수

도 있다.

▲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나= 

호주의 각 정부관할 구역에

서의 ‘여왕 생일’ 휴일은 

1938년 이후 동일했기에 

‘King's Birthday’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주 정부에서 다른 날짜를 정

할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

친이었던 조지 6세 국왕

(King George VI)은 대관식

을 하던 5월 12일을 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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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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
해질까...… A3면

시간당 10달러의 저임금 노
동도… A8면

      

NSW 주 농장 운영자들이 농-축산물 생산 외 농업관광을 통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보다 수월해졌다. 주 정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 지역 농업 운영자들이 관광 관련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해당 규

정을 간소화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는 상당한 우려

를 표하고 있다.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업 종사자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결혼식, 캠프장, 노점, 카페, 셀러도어(cellar doors) 및 농장 체험을 운

영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개발신청서(development 

application. DA) 제출이 면제되거나 DA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신속하

게 처리된다.

하지만 NSW 지방정부 협의회인 ‘Local  Government 

NSW’(LG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회장은 “주 정부의 

이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었으며 토지사용 분쟁 가능성이 커지

게 됐다”고 지적했다.

털리 회장의 의견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지, 규정 준

수의 영향, 규제되지 않은 개간, (산불이나 홍수로 인한) 농장 캠핑 장소

의 인명 위험 등의 사안을 각 시 의회(Council)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27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 정부 ‘농업관광’ 관련 규제 완화... 
농장주들, 추가 수입 가능해졌지만...

농장체험-팜 스테이-웨딩 장소 제공-캠핑 등 가능... 일부 지방정부, ‘강한 우려’ 제기 

NSW 주의 농업 종사자들은 자신의 농장을 활용, 보다 수월하게 농업관광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주 정부는 12월 1일부터 이의 규정을 대폭 간소화했다. 사진은 한 농장 숙소의 야외 욕조. 사진 : Hipcam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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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에서 이어받음

게다가 “최근 2년 사이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방의회 구역의 경우 홍수

에 따른 피해 복구 업무만

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주 

정부의 이 같은 시행 방침

은 이들 지방의회에 추가 

부담을 야기했다”는 게 그

녀의 지적이다.

털리 회장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 LGNSW는 

적절한 완화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지방의회가 (농장주

들의) 이런 개혁 방안을 거

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에 추가 압박 준다”

이달 첫주, NSW 북부 노

던 리버스 지역(Northern 

Rivers region)의 클레어런

스 밸리 카운슬(Clarence 

Valley Council)은 시 의회 

회의에서 ‘주 정부의 정책 

시행을 보류한 가운데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요

청’하는 찬반투표를 실시

하기도 했다.

클레어런스 밸리 카운슬 

지역의 농장주이자 이곳 의

회의 카운슬러이기도 한 데

보 라  노 박 ( D e b o r a h 

Novak) 시 의원은 주 정부

의 이 정책이 물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

그녀는 “이 정책이 카운

슬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 

압박을 가하며 이를 처리할 

인력 자원도 부족하다”면

서 “농업관광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

다”고 우려를 전했다.

노박 시 의원은 이어 “

공유 숙박인 에어비앤비

(Airbnb)를 생각해 보라”

며 “이 공유숙소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 이를 허용함으로써 여

러 문제가 야기된 것과 같

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노박 

시 의원은 “이미 정책 시

행이 발표된 현재, 주 정부

가 일부 지방의회의 사정을 

감안해 이를 보류할 것이라

는 희망은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당국

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옵

트아웃 조항’(opt-out 

clause)이 없는 포괄적 규

정으로, 지방의회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일부 지방의회의 이 같은 

사정에 대해 NSW 주 기

획-환경부 대변인은 “향

후 12개월 동안 우려 사항

을 검토하고 정책을 모니터

링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논

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

다.

농업 부문의 미래

농식품, 농업관광 및 목적

지 관리, 지역 개발 전문가

이자 팜-플레이트 가치 개

발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로

즈 라이트(Rose Wright)씨

는 그 동안 관료주의에 의

해 오랫 동안 제약받았던 

이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

을  표 했 다 . 

‘Regional i ty’(www.

regionality.com.au)라는 

회사를 설립, 농업 생산자

들을 지원하는 라이트 대표

는 “이전의 NSW 주 개발

계획법은 오늘날 농업 경제

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농

업관광은 우리 농업이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대표는 이어 “농

업 생산자들이 혁신과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수 없다면 

지금의 농경 시스템에서 토

지를 유지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농장

에서 농부들을 몰아내는 시

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번에 

발표된 새 농업관광 정책에

는 여전히 특정 제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

다. “일정 규모가 되면 

DA 신청이 요구된다”는 

라이트씨는 “농업관광 사

업을 실제 농업 활동과 연

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은 
농업 종사자에게 맡겨야...

헌터밸리(Hunter Valley)

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스

티브 틸스(Steve Tilse)씨는 

주 정부의 농업관광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사과 재배

를 하는 그는 농장에서 나

오는 과일로 사과 사이다를 

만들고 과수원 한쪽을 작은 

캠프장 및 야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개

조했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캠핑 여행을 즐기는 이들은 농장에 마련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지방의회는 농업관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한 농장 캠핑장 이용객. 사진 : Hipcamp 제공  

헌터밸리(Hunter Valley)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스티브 틸스(Steve Tilse)씨의 농장에 마련된 야외 결혼식 장소. 그는 사과 수확 
시즌이 되면서 농업관광 비즈니스도 호황을 누린다고 말했다. 사진 : Steve Tilse 제공

NSW 주 최남단, 베가밸리(Bega Valley)에서 낙농업을 하는 놈 피어스(Norm Pearce)씨의 사용하지 않는 목축장. 그는 정부 정책
에 따라 농업관광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사진 : Hipcam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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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 도시의 생

활비를 알아보는 최근 조사 

결과 싱가포르와 뉴욕이 가

장 비싼 주거비용을 가진 

도시로 부상했다.

영 국  ‘ E c o n o m i s t 

Group’ 산하의 사회-경

제 연구 분석 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이 최근 내놓은 

전 세계 도시별 생활비 보

고서 ‘Worldwide Cost of 

Living report’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2개 도시 생

활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8.1%가 높아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지난해 

가장 비싼 도시였던 텔아비

브(Tel Aviv, 이스라엘)가 

3위로 내려앉았고, 홍콩과 

로스앤젤스는 높은 물가를 

보인 5위 목록에 이름을 올

렸다.

아시아 지역 도시들의 경

우 다른 지역 국가들에서 

보인 급격한 물가 상승에서 

비껴간 경향을 보였다. 아

시아 국가 주요 도시들의 

경우 평균 생활비는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4.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개별 국가별 

성과는 정부 정책과 환율 

변동으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는 

호주의 강한 수출이 호주 

달러 가치를 높임에 따라 

생활비가 비싼 상위 10개 

도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미국의 일부 도시들도 거

주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해 조

사에서 24번째를 기록했으

나 올해 EIU 집계에서는 8

위로 껑충 뛰었다. 물가가 

높았던 중국의 6개 도시들 

또한 순위는 더욱 위로 올

랐으며 상하이가 처음으로 

20위 안에 포함됐다.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는 

일본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물가 순위는 각 24, 

33계단 하락했다.

그런 한편 주거비용이 가

장 저렴한 도시는 다마스쿠

스(Damascus, 시리아)와 

트리폴리(Tripoli, 리비아)

로 조사됐다.

EIU의 전 세계 생활비 조

사 책임자인 유파사나 더트

(Upasana Dutt)씨는 “우

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각국의 금리 인상 및 

환율 변동을 불러와 전 세

계적으로 생활비 위기를 초

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트씨는 “이번 조

사 대상에 포함된 172개 

도시의 평균 물가 상승은 

EIU가 디지털 데이터를 확

보하기 시작한 지난 20년 

동안 본 것 가운데 가장 강

한 수치로, 올해 지수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

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과 9월에 걸쳐 

실시된 각 도시별 생활비 

조사는 172개 도시에서 

200개 이상 제품과 서비스

에 대한 400개 이상의 개

별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 2022년도 주거비 높은 
상위 10개 도시
1 Singapore 

1 New York, US

3 Tel Aviv, Israel 

4 Hong Kong, China 

4 Los Angeles, US

6 Zurich, Switzerland

7 Geneva, Switzerland 

8 San Francisco, US 

9 Paris, France

10 Copenhagen, Denmark

10 Sydney, Australia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7면에서 이어받음

틸스씨는 “사과 수확 시

즌이 되면서 농업관광 사업

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는 이 부동산을 일반 대중

과 공유한다”는 그는 “이

는 우리 농장을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그는 자신의 과수원에 단 

10곳의 캠프 시설을 조성

했다. 너무 많은 캠핑 여행

자를 수용하는 경우 과수원

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빅토리아(Victoria) 주 경

계 지역인 베가밸리(Bega 

Valley)에서 낙농업을 하는 

놈 피어스(Norm Pearce)

씨도 주 정부의 정책 변경

을 환영했다. 그는 캠핑 여

행자 유치를 자신의 농업관

광 주력 상품으로 삼고 목

축장에 캠핑 시설을 조성했

으며 야외 결혼식장 및 농

장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었

다.

4대째 낙농 목축업을 하

고 있는 피어스씨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농장을 청소

하는 중에 사업 다각화 아

이디어를 떠올렸다. “농장 

일부의 풀을 깎아 캠핑장으

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그는 소규모 

농장 캠핑장의 장점에 대해 

“이곳을 이용하는 여행자

는 일반 캐러밴 파크에서처

럼 여러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산하 사회-경제 연구 분석 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전 세계 도시의 주거비를 조사한 결과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싱가포르와 뉴
욕이었으며, 시드니는 올해 상위 10위 목록에 포함됐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요크 스
트리트(York Street) 풍경.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올해 ‘Worldwide Cost of Living’ 조사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
시에 이름을 올린 뉴욕의 한 거리. 사진 : Pixabay / qgadrian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주거비 가장 비싼 도시는 싱가포르-뉴욕, 가장 저렴한 도시는 다마스쿠스-트리폴리

‘Worldwide Cost of Living report’... 각 도시 물가, 지난 1년 동안 8.1% 증가

베가밸리(Bega Valley)에서 낙농업을 하는 놈 피어스Norm Pearce. 사진)씨. 그는 
딸의 결혼식을 계기로 농장 한쪽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만들고 또 농장 투어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 사진 : Hipcamp 제공

NSW 북부, 클레어런스 밸리(Clarence Valley)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이 지역 카운슬
러로 봉사하는 데보라 노박(Deborah Novak. 오른쪽) 시 의원. 그녀는 NSW 주 정부
의 결정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의 성급한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 : Deborak Nova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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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의 새로운 전략 센터 개발 위한 ‘캠시 지역 마스터플랜’으로 
‘Planning Institute of Australia’ 선정, ‘Local or Neighborhood Scale’ 부문

캠시(Campsie)를 CB 카운슬의 

전략 센터로 변모시키려는 캔터베

리  뱅 스 타 운  시 ( C i t y  o f 

Canterbury Bankstown)의 대담

한 비전이 호주 도시개발 계획 연

구소(Planning Inst i tute of 

Australia)로부터 ‘호주 도시디자

인 상’(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을 수상했다.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는 ‘Planning Institute 

of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Architects’ 및 

‘Aus t ra l i an  In s t i t u te  o f 

Landscape Architects’가 협력

하여 매년 각 부문별 최고의 도시 

디자인 계획에 수여하는 것으로, 

CB 카운슬이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의 전략 중심지로의 개발을 위

해 내놓은 ‘캠시 마스터플

랜’(Campsie Master Plan)이 올

해 어워드에서 ‘Leadership, 

Advocacy and Research– Local 

or Neighbourhood Scale’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CB 카운슬은 대변인을 통해 “

캠시 지역의 미래에 대한 CB 카운

슬의 원대한 비전이 권위 있는 이 

시상을 통해 호주에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은 캠시 타운센터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카운슬 도

시디자인 및 기획팀의 엄청난 노

력과 협력의 증거”라고 설명한 

대변인은 “캠시 마스터플랜을 통

해 지역민들은 캠시 중심가가 의

료 및 라이프스타일 지구이자 활

기찬 전략 센터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우

리 지역사회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저렴한 주택 및 투자를 제

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새 도서

관-커뮤니티 시설-문화유산

(heritage)에 등재된 오리온센터

(Orion Centre)의 재활용을 포함

한 새 시민구역, △템페(Tempe)에

서 올림픽 파크/스트라스필드

(Olympic Park/Strathfield)까지

의 도로망을 따라 흐르는 쿡 강

(Cooks River) 주변의 열린 공간 

구축, △현 ‘Canterbury Aquatic 

and Leisure Center’ 업그레이

드, △지역 공원 및 인프라 업그레

이드, △일자리 다양성, △저렴한 

주택,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 마스터플랜에는 NSW 

주 정부기관이 학교, 병원 등의 기

반시설을 계획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CB 카운슬에 따르면 이 마스터

플랜 작업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참여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카운슬 대변인은 “이

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보를 공개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가

졌다”고 말했다.

캠 시  마 스 터 플 랜 은  또 한 

‘Planning Institute of Australia 

NSW 2022  Award s’에서 

‘Planning Excellence for 

community engagement’를 수

상했으며 지난해에는 ‘Greater 

Cities Commission’가 수여하는 

‘ 2 0 2 1  G r e a t e r  S y d n e y 

Planning Awards’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CB 카운슬은 NSW 주 정

부 기획-환경부와 함께 캠시 마스

터플랜 및 뱅스타운(Bankstown) 

지역 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 실행

을 진행 중에 있다. 캠시 마스터플

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 카운

슬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cb.city/

CampsieMasterPl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8면에서 이어받음

사라씨가 갖고 있는 임시비자는 

고용주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에 

해당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사라씨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동사례는 너

무 극단적이어서 이민 장관이 개

입했고, 사라씨는 영주비자를 받

게 됐다.

Unions NSW는 또한 이번 조사

를 통해 시간당 15달러 또는 17달

러를 제시하는 접객 서비스 부문

의 구인광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문의 경우 level 1 임금은 시간

당 21.97달러이다.

Unions NSW의 마크 모리(Mark 

Morey) 사무총장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비자가 허

용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

기에 비자규정 위반으로 추방되는 

것이 두려워 저임금에 대해 불평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리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들(저임금 이주노동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이런 상황을 

‘Fair Work Ombudsman’에 

제기한다고 해도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상태가 연방 내무부(비자 업

무를 담당하는)로 전달될 수 없는 

‘방화벽’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공정

근로 옴부즈만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는 촉구이다.

지난 12월 2일,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법

(Industrial Relations Bill)은 이 

‘방화벽’에 대해 언급한 조항은 

없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제시

하는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가일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공식

적인 불만 제기를 장려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의 비자 시스템 

하에서 고용주들은 많은 위험을 

고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등 개인의 

비자를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인 고용주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고용 문제 전문가인 

시드니대학교 크리스 라이트

(Christopher Wright) 부교수는 

이 에  대 해  “ F a i r  W o r k 

Ombudsman에 더 많은 집행 권

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정부는 특정 업무 부문에서 

법정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

하는 구인광고를 금지할 수 있지

만 이 같은 규정을 집행할 인력자

원이 없다면 이 상황(이주노동자

의 노동 및 임금착취)은 바뀌지 않

을 것”이라는 게 라이트 부교수

의 지적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캠시(Campsie) 지역을 도시 전략 센터로 개발하고자 계
획한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City of Canterbury 
Bankstown)의 ‘캠시 마스터플랜’이 호주 도시개발 계획 
연구소(Planning Institute of Australia)로부터 ‘호주 도
시디자인 상’(Australian Urban Design)을 수상했다. 사
진은 이 계획에 포함된 쿡 강(Cook River) 주변 가상도. 사
진 :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제공

올해 ‘Australian Urban Design’ 수상 후 한 자리에 모인 
CB 카운슬 도시디자인 및 기획팀 관계자들. 사진 :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제공

연방 이민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의 구인광고는 중국어가 가장 흔했으며 일본어, 베트남어, 스
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뒤를 이었다. 사진은 시간당 15달러 이하의 급여 제공을 명시한 한 중국어 구인광고. 사진 : Unions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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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이달에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현금 금

리 목표를 3.1%로 높였다.

지난 2020년 11월, 사상 최저 수

준인 0.1%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RBA는 올해 5월 0.25%포인트 인

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월 연

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현재 목표 금리는 3.1%로 올랐으

며, 이는 지난 2012년 11월 3.25% 

이후 1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RBA의 이달 이자율 인상을 각 금

융권이 주택담보 대출(mortgage) 

고객에게 적용하는 경우 ‘25년 상

환-50만 달러의 모기지’를 갖고 

있는 가구는 현재 매월 상환해야 하

는 금액에서 75달러가 추가될 것으

로 보인다.

이달 화요일(6일. RBA는 매월 첫 

주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를 갖고 목

표 현금 금리를 결정한다), RBA의 

결정 후 웨스트팩 은행(Westpac)은 

각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20일부터 변동 모기지 금리

(variable mortgage rates)를 0.25%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NAB도 이달 16일부터 변동 

모기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

겠다고 밝혔다.

로우 총재, “경제 상황
면밀히 주시할 것”

이달 RBA의 통화정책 회의 전까

지,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현금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심지어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필립 로

우(Philip Lowe) RBA 총재는 지난 

달(11월)과 거의 유사한 성명을 발

표했다.

로우 총재는 “앞으로도 RBA 이

사회는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것으

로 예상하지만 미리 정해진 경로는 

없다”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 호

주 가계지출, 임금 및 물가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

했다.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 CBA) 국내경제 책임자인 가

레스 에어드(Gareth Aird) 연구원

은 RBA의 금리 인상 의지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 중 하나

였다.

그는 “이 같은 변경이 이루어지

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는 내년 2월, 3.35%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이자율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반의 구직 사이트 

‘Indee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학자 칼럼 피커링(Callam 

Pickering) 연구원은 “호주 경제가 

현재는 견고하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급격히 둔화될 가

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

년 상반기에는 가계지출 둔화로 내

수 위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신규 구매자들의 대응은

부동산 컨설팅 사인 ‘코어로

직’(CoreLogic)에 따르면 시장 침

체 이후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이맘 

때와 비교해 13.3%가 감소했다. 담

보대출의 월간 가치는 지난 5월 이

자율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의 

18%가 줄었다.

이런 가운데서 아만다 로리

(Amanda Lowry)와 그녀의 파트너 

마이클 에반스(Michael Evans)씨는 

주택구입 보증금 저축을 위해 수년

간 부모 집에서 얹혀 지낸 후 최근 

자신들의 첫 번째 구입 주택으로 이

사했다.

로리씨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모기지 차입 능력이 감소했지만 주

택가격 또한 하락함으로써 68만 달

러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

다. 8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금, 로리씨는 더 이상 지출하지 

않고 이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향후 이자

율이 상승할 경우 우리가 가진 재정 

상황이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는 

그녀는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2% 선에서 그칠 것으

로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로리씨는 “하지만 이자율이 이

보다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주택 마

련 자금 계획을 수정했다”면서 “

현재의 현금 금리는 ‘아직’ 감당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BA는 전통적으로 매년 1월에는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갖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모기지 차용인들은 이번 

여름 시즌의 추가 이자율 인상 흐름

에서 최소 1개월은 금리인상 유예

를 보장받은 셈이다.

그런 한편 각 은행의 금융상품을 

모니터링 하는 이들은 금융회사들

이 예금 고객들에게 이자율 인상의 

혜택을 더디게 전달하고 있다고 지

적한다.

호주 최대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

인 ‘캔스터’(Canstar) 사의 금융 

전문가 스티브 미켄베커(Steve 

Mickenbecker)씨는 “은행들이 

RBA의 이자율 인상을 예금자에게 

더디게 전달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들

은 최대 5%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기본 저축 계좌를 가진 이들

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이달 0.25%포인트 올려, 2012년 11월 3.25%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
‘25년 상환 50만 달러 모기지’ 가구, 현재 월 상환액에 75달러 추가될 듯

호주 중앙은행(RBA)이 이달에도 이자율 인상을 결정, 현재 목표 기준금리는 3.1%로 치솟았다. 이는 올해 4월까지 0.1%
의 최저 수준이었다가 지난 8개월 사이 무려 3%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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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거

의 1년여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대다수의 관심사는 

‘2023년도의 주택시장 

흐름’에 쏠리고 있다. 이

런 가운데서 부동산 컨설

팅 사 ‘SQM Research’

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분

석,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호주 

중앙은행(RBA)이 금리 인

상을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내년도 호주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SQM의 이 

분석은 12월 첫 주 화요

일,  RBA가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상하기 전

에 나온 것이다). SQM이 

내놓은 최근의 ‘Housing 

B o o m  a n d  B u s t 

Report’는 이 두 가지 조

건을 전제로 호주 각 주 수

도의 주택가격이 3~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SQM이 이번 보고서에

서 제시한 기본 예측(base 

case)은, RBA가 4% 이상

으로 이자율을 올리지 않

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5%

로 하락하며 실업률 또한 

5%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

에 달려 있다. 

SQM의 루이스 크리스

토퍼(Louis Christopher) 

대표는 “만약 RBA의 목

표 금리가 4%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주택시장에서 

강제 매각(어쩔 수 없는 판

매)이 쇄도할 것 같지는 않

다”고 진단했다.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3.1%(12월 첫 주 화요일, 

RBA는 통화정책 회의에

서 목표 금리를 2.85%에

서 0.25%포인트 인상했

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7.3%인 가운데 연말까지 

물가상승은 8%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업

률은 3.4%라는 극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이자

율은 부동산 구입을 원하

는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주

택가격에도 타격이 미치게 

된다.

SQM 분석 보고서의 기

본 시나리오는, 시드니의 

경우 5~9%의 가장 큰 부

동산 가치 상승을 보일 것

으로 예측한다.

크리스토퍼 대표는 해외

에서의 유입(장단기 근로

자 및 유학생 등), 사무실

로 복귀하는 근로자, 낮은 

임대 공실률, 인지세와 토

지세에 대한 NSW 정부의 

정책 변경이 시드니 지역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의 주

택가격은 강한 고용증가, 

다른 주에서의 인구 유입

에 힘입어 최대 8%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

된 다 .  아 울 러  멜 번

(Melbourne)과 브리즈번

(Brisbane, Qeensland)은 

1%에서 5% 사이로 성장

폭이 낮고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와  달 리  호 바 트

(Hobart, Tasmania)는 

1% 하락하거나 최대 3%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캔

버라(Canberra)는 3% 하

락 또는 최대 2% 상승이 

예상된다. 

그런 한편 노던 테러토

리(Northern Territory)는 

내년도 호주 전역에서 가

장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SQM은 

최대 5%까지 하락할 것으

로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대표는 지방 

지역 주택가격도 다소 약

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

격 상승이 높았던 일부 지

방 지역에 투자한 이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는 판단”이라고 말했

다. “가격 성장세가 꺾였

으며 침체가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착륙을 위한 줄타기

SQM의 이번 ‘Housing 

B o o m  a n d  B u s t 

Report’는 내년도 호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 가

지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다.

보고서가 분석한 최상의 

경우 또는 ‘Goldilocks’ 

시나리오를 보면 다윈

(Darwin)과 캔버라를 제외

한 모든 수도는 하락에 영

향을 받지 않으며, 합계 평

균치 5%~9% 사이의 상

승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

이다. 특히 시드니와 퍼스

의 경우 두 자릿수 증가를 

볼 수도 있다.

▶3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올 한해 내내 이어진 주택시장 침체가 내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 부동산 관계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했거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공통적 관심사는 2023년도의 시장 흐름이다. 현재까지의 전망
을 보면 시장 흐름은 올해보다 다소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경매 알림판.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2023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가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잡고자 이자
율 인상을 단행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사진은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에 자리한 호주 중앙은행
(RBA).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주택시장 침체 1년... 내년에는 가격 오를까? “답은 이자율에 달려 있다”
‘SQM Research’ 분석 보고서, 기준금리 동결-인플레이션 하락시 내년도 상승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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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면에서 이어받음

다른 ‘False Dawn’(

헛된 기대) 시나리오에서

는 퍼스와 브리즈번만이 

주택가격 하락을 피하며 

각 도시 합계 평균은 4%

에 고정될 것이라는 예상

이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들어 이자율이 5% 이상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수치 

또한 10%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5% 미만

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

한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인  ‘ R e c e s s i o n a r y 

Inflation’(불황 인플레이

션) 상황에서는 각 수도 주

택가격이 최대 6%까지 하

락할 수 있다. 이는 인플레

이션이 7% 이상 유지되고 

RBA가 기준금리를 4% 이

상 인상하며 실업률 또한 

5% 이상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 예측이다. 이 경우 

퍼스는 가격 하락을 피하

는 유일한 도시가 될 것으

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대표는 기본 

사례 시나리오가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보다 약간 

앞서 있다고 말했다. “하

지만 올해 그 기본 시나리

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그는 “다만 우리는 여전

히 개별 확률 측면에서 연

착륙 시나리오가 실제로 

약간 더 큰 확률을 갖는다

고 믿는다”면서 “이는 

다른 그 어느 시기보다 내

년에 RBA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크리스토퍼 

대표는 “RBA 입장에서

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터이지만 호주 경제 연착

륙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내년도, 

우리가 줄타기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면 지난해와 올

해 하락된 가격대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

으로 진단했다.

지난 11월 28일(월), 

RBA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는 자신이 

“2024년까지 이자율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한 이전의 발언에 대해 유

감의 뜻을 표했다.

은행들의 전망, 
“장밋빛이 아니다”

SQM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밝

게 보는 반면 호주 4대 메

이저 은행들은 덜 낙관적

이다.

웨스트팩(Westpac)은 내

년 5월까지 기준금리가 

3.85%로 정점을 찍을 것

으로 예상하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2024년까

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은행의 매튜 하산

(Matthew Hassan) 선임 

경제연구원은 “2023년의 

단기 전망은 여전히 암울

하다”는 의견이다. “부

동산 경기 침체는 대부분

의 시장에서 더욱 확고하

게 자리 잡았고, 가격 중심

의 구입 경제성 개선은 이

자율 인상과 물가 및 노동

시장에 대한 기대 악화로 

인해 무효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12개월 동안 더 가

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까지의 

하락속도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했다.

NAB 은행은 올해 각 수

도 평균 7.3%, 내년에는 

11.4% 하락을 예상하며, 

ANZ 은행 또한 2023년에

도 주택가격 하락이 어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주요 은행 가

운 데  커 먼 웰 스  은 행

(Commonwealth Bank. 

CBA)은 가장 긍정적인 전

망을 보인다. 주택가격이 

4월 최고점에서 내년 중반 

저점까지 15% 하락을 보

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예측은 올해 말까지 기준

금리가 정점인 3.1%로 높

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CBA의 가레스 에어드

(Gareth Aird) 호주 국내

경제 담당 선임연구원은 

“만약 RBA가 내년에도 

이자율 인상을 계속한다면 

주택가격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QM Research의 상황별
주택가격 시나리오

(도시 : 예상 상승폭)

▲ Scenario 1- Rate on 
hold(Base case)

-기준금리가 4%를 넘

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은 

8%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5%로 하락하며 실업

률은 높아지지만 5% 미만

을 유지하는 경우

Perth : +4%~+8%

Brisbane : +1%~+5%

Darwin : -5%~0%

M e l b o u r n e  : 

+1%~+5%

Sydney : +5%~+9%

Adelaide : 0%~+5%

Hobart : -1%~+3%

Canberra : -3%~+2%

Capital City Average : 

+3%~+7%

▲  S c e n a r i o  2 - 
Goldilocks

-기준금리가 최고 4%

를 넘지 않는 가운데 2023

년 하반기에 이자율을 인

하하고, 인플레이션은 8%

에서 정점을 찍은 뒤 5%

로 떨어지며, 실업률은 상

승하지만 5% 미만으로 유

지되는 경우

Perth : +9%~+13%

Brisbane : +3%~+7%

Darwin : -4%~+1%

M e l b o u r n e  : 

+2%~+6%

Sydney : +8%~+12%

Adelaide : +1%~+4%

Hobart : +0%~+4%

Canberra : -3%~+2%

Capital City Average : 

+5%~+9%

▲ Scenario 3- False 
dawn

- 기 준 금 리  상 승 은 

3.1%~3.8% 사이에서 멈

춘 뒤 하반기 5% 이상으

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은 8%로 최고조에 이른 

후 잠시 하락했다가 10%

를 향해 가며, 다만 실업률

은 5%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Perth : +8%~+12%

Brisbane : +1% to 

+5%

Darwin : -4% to +1%

Melbourne : -4% to 

+1%

Sydney : 0% to +4%

Adelaide : -2% to 

+3%

Hobart : -3% to +2%

Canberra : -4% to 

+1%

Capital City Average : 

0% to +4%

▲  S c e n a r i o  4 - 
Recessionary inflation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

고하게 7% 이상을 유지하

고, 이자율은 4% 이상으

로 계속 상승하며, 실업률

도 6% 이상에 이르는 경

우

Perth : +2% to +6%

Brisbane : -7% to 

-12%

Darwin :  -6% to 

-13%

Melbourne : -5% to 

-9%

Sydney : -3% to -8%

Adelaide : -2% to 

+2%

Hobar t  :  -5% to 

-10%

Canberra : -4% to 

-9%

Capital City Average : 

-3% to -6%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주요 은행의 내년도 주택시장 예상은 다소 부정적으로, 이자율이 현재 수준(2.85%)에서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은 2024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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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매주 월요일 저녁 

후에 가족의 시간을 보낸다. 자녀

가 6명이다 보니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고 또 집안 일

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면 의논이 

필요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다.  

함께 모이면 가끔은 게임도 하고 

재미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집안 일에 대

한 점검과 각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각자 고민을 나누면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는데 

마무리는 매번 같은 노래다.

수년 전 한국에서 방문했던 외할

아버지 외할머니 오셔서 계시는 

내내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

는데 그 때 불렀던 기독교 찬양을 

아이들은 유일하게 한국 말로 열

심히 부른다. “완전하신 나의 주 

~~ “

어제는 한국 방문 중인 아빠와 

멀리 퍼스에 가 있는 셋째를 제외

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를 나누는데 둘째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예전에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다른 생각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 든 다 받아 주고 어떤 친구의 

생각이든 다 인정을 해주려고 했

는데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

른 친구의 영향을 잘 받게 되는 것

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인

을 대할 때 옳고 그르다고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

지 않은 삶의 모습은 있는 것 같

아. 예를 들면, 자신만을 위해 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들과 가까이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

과는 가까이하지 않고 나에게 통

찰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해야 겠어. 

판단이라는 말이 “함부로 판단하

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에서는 

나쁜 말로 여겨지지만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의미에서 판단

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  그

런 의미에서 판단이라는 말이 나

는 좋아. 나는 개인의 성공과 즐거

움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

누어 주면서 살고 싶고 사회에 기

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엄

마, 아빠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 

만의 세계관과 삶의 가치를 찾아

가는 것 같아서 흐뭇했고 많은 재

산이나 넉넉함을 아들에게 제공하

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

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생각

을 나눈 후에 가족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다른 아이의 살아

가는 이야기를 또 들었다.  첫째 

아이는 ‘최근에 취직을 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간의 개

인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무

것도 안 하니,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하자 다른 아이 하나가 

그 마음을 공감을 먼저 해주었고 

이어서 다른 가족들은 듣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었다.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면 쉬지 

못할 테니 열심히 잘 놀아라” 라

고 말해주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운동을 하면 어때?  나

랑 같이 운동하자” 는 아이 그리

고 “하고 싶은 것이 뭔 지를 잘 

찾아봐. 종이에 삶의 장기 목표 중

간 목표 단기 목표를 세워 보고 그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면 어때?” 라는 말

을 해주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

자, 큰 아이는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해 봐야 겠네요. 

말한 것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라고 응

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넷째는 

자신이 방학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를 야심 차게 설명했다. 운전 면허

도 취득하고 악기도 배우고 동생

들 공부도 가르치고 등등 ....   자

신이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이야

기하는 넷째의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베리 굿” 이

라며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는 

넷째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나

서 막내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막내가 한참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언니 오빠가 늘 말

을 잘 해서 그런 지 아니면 큰 아

이들과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막내는 가족의 시간에 의

견을 많이 내 놓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식구들은 막내가 이야기를 할 때

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다.  한 바

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리고 나서도 더 뜸을 들인 다음 막

내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잘 적응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

기를 했다.  가끔은 늦게까지 이야

기를 안 하는 막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원하는 바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내

의 표현 능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

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힘들지

만 기다려 주어서 막내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힘

을 갖게 되기를 모두가 바랬다.

항상 우리 가족의 시간이 행복하

고 평안하진 않다. 가끔은 가족끼

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다툼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게임을 

하다가 다투어서 게임을 그만 둔 

적도 옛날에는 있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성향이 맞지 않는 아이

끼리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보내기 위

해서는 각자 시간을 따로 떼어 놓

아야 하고 서로 조율해야 하고 때

로는 불편한 일들을 나누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번 가족

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해한다.  이 시간을 통

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친해짐을 

느끼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

려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가

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자인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민 사회에 살다 보면 부모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면 아이

들이 클수록 소통하는 것에서 어

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 

그 뿐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서 살

아가는 아이들의 세계관도 무척 

다른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나의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

을 꾸준히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

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

로의 마음을 들어주다 보면 오해

가 풀어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자

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 

보면 자녀는 부모의 세계가 이해

가 되고 부모도 자녀의 세계를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은 소통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

는데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혹시나 내가 소통하는 방식

이 일방적이어서 나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 지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나의 것은 강요하

나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

적 소통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힘

들어지지 않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가족은 

소통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지

혜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미진 칼럼

서미진 박사
호주기독교대학 

(호주한인생명의 전화 원장)

가족소통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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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 이어받음

따라서 지난 수년 동안 이미 만료

된 임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업

체의 경우(상당 비율의 호주 기업들

이 해당된다), 이의 변경 절차에 착

수하는 고용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임금 인

상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

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될 수

도 있다.

■ Pay secrecy
새로운 노사관계법안이 나왔을 때 

모든 부분이 복수 사용자 협상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은 근로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임금을 비밀

로 유지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했다.

이제까지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 

개개인과 임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 비밀 조항’(pay secrecy 

clauses)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동료와 급여

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임금을 비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새 법에 따라 근로자

들은 해당 정보를 동료와 공유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Flexible working
이번 법에 따라 변화되는 또 다른 

핵심 부분은 유연한 근무 방식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돌보아야 할 가

족 또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는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와 논의하여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기도 했

지만 이번 법은 근무 유연성에 대해 

선뜻 수용적이지 않을 수 있는 고용

주를 대상으로 한다.

새 법은 가정 내 돌봄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균형을 맞

추고자 유연한 근무시간 요청에 대

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이상

적으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기 원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

렇지 않을 경우, 즉 고용주가 근로

자의 유연한 근무시간 요청을 일방

적으로 거부하면 근로자는 이를 공

정근로위원회(FWC)에 제기하고, 

FWC의 중재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 Fixed-term contracts
노사관계 개혁에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또 다른 영역은 기간제 고용계

약(fixed-term contracts)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근로자들과 6개월 또는 1년의 고

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고용주는 이제 최대 2년 연속 계약

(maximum of two consecutive 

contracts) 또는 2년에 걸친 계약

(contracts that span two years)만 

가능하다.

노동당은 이 규정이 더 많은 이들

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에 따라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번에 가결된 새 법의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복수 사용자 협
상(multi-employer bargaining)으로,  각 근로자의 해당 산
업-직종별 단체 협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다만 이는 근
로자 수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은 근무조건 개
선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료 부문 근로자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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