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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AUSTRALIA-REPUBLIC OF KOREA
FOREIGN AND DEFENCE MINISTERS’ MEETI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Minister for Women, Senator the Hon Marise Payne, and
Minister for Defence, Senator the Hon Linda Reynolds CSC, are today hosting the fourth
Australia-Republic of Korea Foreign and Defence Ministers meeting in Sydney.
The meeting will advance cooperation on key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and
reinforce Australia’s ongoing support for permanen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
The 2+2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deepen ties
as like-minded regional democracies, and reaffirm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norms
and institutions that underpin our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Minister Payne will meet with ROK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to discuss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developments in the region, and ways to further cooperate in
meeting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and to advance our already stro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underpinned by the Australia-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Foreign Ministers will also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deepen our
development assistance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Minister Reynolds will meet with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Jeong Kyeong-doo to
discuss the two countries’ defence relationship, including enhanced cooperation on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and greater collaboration on peacekeeping.
The Defence Ministers will also sign a new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strengthen
cooperation over the recovery of Korean War remains.
The Ministers of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day laid wreaths at the Korean War
Memorial in Moore Park to pay their respects to those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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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스 페인 외교장관 겸 여성특임장관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

보도자료
호주-대한민국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겸 여성특임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오늘
시드니에서 제 4 차 호주-대한민국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주최한다.
이번 2+2 연석회의는 역내 주요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은 호주와 대한민국이 역내 민주주의 체제를 보유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원칙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제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이다.
페인 외교장관은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자관계 및 역내 정세와 역
내외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호-한 자유무역협정 하에 이미 견고한 통상 및
경제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두 외교장관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원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 분야 및
평화유지활동의 협력 증대 등 국방관계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6.25 전쟁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협력 증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호주와 대한민국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오늘 6.25 전쟁 추모관 (캔버라 무어파크)에서
헌화하며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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