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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AUSTRALIA-ROK’S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COMMEMORATIVE LOGO ANNOUCEMENT
The Australi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ROK Embassy in Australia jointly
announced on 5 March a logo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ustralia and Korea.
The two embassies co-hosted a logo design contest from October to November last year to which
over 180 design pieces were submitted. After a careful and competitive consideration with design
professionals, Mr In Kim’s design has been selected as the winner.
Mr Kim who is based in Korea said his design shows the 60-year-old bilateral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 through national flags, colours and
landmarks on a concentric circle.
HE Ms Catherine Raper, the Australian Ambassador to the ROK, and HE Mr Jeong-sik Kang, the
Korean Ambassador to Australia, pointed to the rich history of collaboration between Australians
and Koreans over the past 60 years, spanning trade, education, science and the arts. They agreed
both countries remain committed to an open, inclusive, stable and prosperous Indo-Pacific, and
they would continue to prioritise cooperation in coming decades.
The 60th anniversary will be celebrated in both Australia and Korea.
Some major events hosted by the Australian Embassy in the ROK include a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Battle of Gapyeong in the Korean War, an Australi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t the Seoul Museum of Art, an Australian Wine Pairing Reception, the Café Show with
Australia as the feature country, and a hydrogen seminar in cooperation with H2Korea and major
Australian businesses.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will publish a book and website ’Australia and Korea - 60 Stories
for 60 Years’. The book and website will recognise individuals across many fields including trade,
education, science and the art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for the past 60 years.
The ROK Embassy in Australia and 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Sydney will host the Haenyeo
(Women divers) exhibition in Sydney, Perth and Hobart. Hanbok (Korean traditional costume)
fashion show, Korean Film Festival, Hansik (Korean food) contest and Korean traditional liquor
tasting will also be held across major citie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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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로고 발표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과 주대한민국호주대사관은 5 일(금) 한-호 수교 60 주년 기념 로고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양국 대사관은 지난해 10-11 월간 로고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총 180 여 건의 출품작 중 디자인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한국에 거주하는 김인 씨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김인 씨는 북반구와 남반구에 위치한 양국의 60 년 우정을 국기 및 색깔, 랜드마크 등을 통해
하나의 동심원 위에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정식 주호주한국대사와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는 지난 60 년간 통상, 교육,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져 온 풍부한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정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수교 60 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은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함께 제주 해녀 전시회를 시드니, 호바트, 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호주 내 주요 도시에서 한복 패션쇼, 한국 영화제, 한식 요리 컨테스트, 한국
전통주 시음회 등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한호주대사관이 한국에서 개최할 주요 행사로는 625 전쟁 가평전투 70 주년 기념행사,
서울시립미술관 호주현대미술전, 호주대사와 함께하는 호주와인 페어링 리셉션, 서울카페쇼 호주
주빈국 행사, 주요 호주기업 및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진행하는 수소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호한재단은 ‘60 년을 이어오는 60 개의 이야기’ 책 출판 및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지난 60 년간 통상, 교육, 과학,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활약,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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