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DECEMBER 2020

MEDIA RELEASE
AUSTRAL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n Foreign Minister and Minister for Women Marise Payne has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Ms Catherine Raper as Australia’s first femal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Ms Raper is a senior career officer with the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he
served most recently as head of the Australian Government’s COVID-19 Coordination Unit. She has
previously served overseas as Head of Post in Taipei and earlier in Washington, The Hague and at
the Australian Permanent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eneva.
Ms Raper replaces outgoing Ambassador James Choi, who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 since his term began in 2016.
Australia is a long-standing friend of the ROK. In 2021, Australia and the ROK will celebrate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The warm relationship is underpinned by shared values, a common strategic
outlook, complementary economies and close people-to-people links. The ROK is Australia’s fourth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ird largest export market.
Minister Payne said: “In these times of global hardship and uncertainty,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likeminded countries like Australia and the ROK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in pursuit of
our shared interest in an open and prosperous Indo-Pacific firmly anchored i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o that end, we welcome deeper engagement with the ROK,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between our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ustralia supports the ROK’s efforts to enga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strategic peace and security. We welcome ongoing dialogue, while remaining committed to
working with our partners until North Korea takes concrete steps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Ms Catherine R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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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임 주한 호주대사 임명
호주 외교부 장관 및 여성 특임장관인 머리스 페인은 신임 주한 호주대사에 캐서린 래이퍼
(Catherine Raper)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최초의 여성 주한 호주대사이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고위급 외교관인 래이퍼 신임대사는 최근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총괄팀을 이끌었다. 주타이베이 호주대표, 주미 및 주네덜란드 대사관, 제네바 WTO
호주대표부 등에서 보직을 맡은 바 있다.
래이퍼 신임대사는 2016 년 부임 후 양국 관계에 큰 기여를 해 온 제임스 최 대사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오랜 우방국인 호주와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2021 년 수교 60 주년을 맞이한다. 양국의 튼튼한
양자 관계는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시각, 상호 보완적 경제 및 긴밀한 인적교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호주의 4 대 교역 상대국이며 3 대 수출시장이다.
페인 장관은 “전 세계가 난관과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대한민국과 같은
유사입장국들이 원칙에 입각한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개방과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추구하며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 목표를 위해 호주는
대한민국과의 더욱 견고한 관계를 환영하며,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을 통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페인 장관은 “호주는 전략적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현재 진행중인 대화를 환영하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취할때까지 주변국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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