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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SIXTH AUSTRALIA-ROK STRATEGIC DIALOGUE
-

AUSTRALIA AND THE ROK DISCUSS ADVANCING BILATERAL RELATIONS

On 16 October,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e sixth Australia-ROK Strategic Dialogue
in Seoul.
Australia remains a long-standing friend of Korea. Our relationship is underpinned by shared
values, trade and common strategic interests. We both seek to support a stable and prosperous
region.
At the Strategic Dialogue, the two sides discussed options for advancing the Australia-Korea
bilateral relationship, including: enhanced defence cooperation; new economic opportunities;
boosting people to people exchanges; and deep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wo sides discussed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ustralia welcomes
ongoing dialogue, while remaining committed to working with our partners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 Korea until it takes concrete steps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Australia and Korea discussed potential ways to deepen cooperation under Australia’s strategy for a
stable and prosperous Indo-Pacific,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The two sides also discusse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the East Asia Summit and
the G20.
The Australian Delegation was led by Deputy Secretary Indo-Pacific Group,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ichard Maude. The Korean delegation was led by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Yoon Soon-gu.
Representatives from the Australian Embassy,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lso participated.

(Photo: Deputy Secretary IndoPacific Group Richard Maude and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Yoon Soon-gu shake hands
at the Strategic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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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0 월 16 일(수)

보도자료
제 6 차 호주∙한국 전략대화 개최, 양국관계 증진 논의
호주와 대한민국은 16 일(수) 서울에서 제 6 차 호∙한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호주는 한국의 오랜 우방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교역 및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근간으로 양자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양국 모두 안정적이고 번영된 역내 환경 조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국방협력 강화, 새로운 경제 기회, 인적 교류 강화, 개발협력 강화
등 양자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대화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호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 국면을 환영하며, 동시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호주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호주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하에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또한 동아시아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담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호주 대표단으로 리처드 모드 (Richard Maude)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그룹 차관보가, 한국측은 윤순구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이끌었으며, 주한 호주대사관, 호주
국방부,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방부 대표단도 참석했다. 끝.

(사진: 리처드 모드 인도∙태평양
그룹 차관보와 윤순구 차관보가
전략대화 중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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