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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DAY 2017] 

 

The Australian Embassy is hosting an official reception to commemorate Australia’s 
national day.  With the theme “innovation · creativity · inspiration”, Australia Day 
2017 reflects the resourceful people, amazing landscapes, remarkable history and 
bright future of Australia. 
 
Australia’s new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H.E. James Choi, said: ‘The 
event is intended to showcase contemporary Australia – its economic resilience, its 
creative industries, its scientific research and its education system.’ 
 
‘Put simply, Australia is a great place to live, do business, invest, travel, study and 
innovate,’ said Ambassador Choi. 
 
The even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around 1,200 guests, including senior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leaders, to sample high quality Australian food and 
beverages, such as beef, almonds, mangoes and wine.  ‘I am delighted that, under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exports of Australian wine to Korea 
have increased by 68% since 2014,’ noted Ambassador Choi. 
 
Demonstrating the strong people-to-people links between Australia and Korea, last 
year, over 29,000 Korean students studied in Australia and more 227,000 Korean 
tourists visited Australia on holiday as of October 2016. 
 
The two countries are also looking to further cultivate a science and innovation 
partnership, with increased research and commercial collaboration between Australian 
and Korean in areas such as 3D printing, medical technology, fintech and smart cities. 
 
In addition, Australia Day 2017 will include three award ceremonies: the Australian 
Government’s Endeavour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Awards; Pepper Savings 
Bank’s Study in Australia Awards; and the 2016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ustCham) Business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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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2일  

 

[호주의 날 2017]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 국경일을 기념하는 공식 리셉션을 1 월 12 일 개최한다. 

호주의 “혁신 · 창의성 · 영감”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7 호주의 날’은 호주의 우수한 

인적자원, 아름다운 자연환경, 위대한 역사, 밝은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제임스 최 신임 주한호주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제적 탄력과 창의적 산업, 

과학적 연구와 교육 등 호주의 오늘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호주는 주거, 

사업, 투자, 여행, 유학 및 혁신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정재계 주요인사 약 1,200 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호주산 소고기, 

아몬드, 망고, 와인 등 고품질의 호주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제임스 최 대사는 “한·호 자유무역협정 (KAFTA) 이 발효된 2014 년 이후 호주산 

와인의 한국 수출이 68% 증가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지난해 1 년간 호주에서 유학한 한국 학생 수는 2 만 9 천명을 넘었으며, 22 만 

7 천명의 한국 여행객이 호주를 방문하는 등 (2016 년 10 월까지 집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는 크게 증대해 왔다. 

 

또한, 3D 프린팅, 의료과학, 핀테크, 스마트티 등 연구 및 상업적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양국은 과학 및 혁신분야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일 행사에서는 호주 연방정부 주관 엔데버(Endeavour) 장학금 수여식, 

페퍼저축은행 주최 유학지원금 수여식,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주최 2016 비즈니스 

어워즈 시상식 등 3 개의 시상식이 식전행사로 진행된다. (각 기관별 별도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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