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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LEASE
AUSTRALIA SUPPORTS TH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The Australi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participating in the 20th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in Seoul on 1 June in support of the rights of LGBTI people to live with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ustralia believes that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and that all
people are entitled to equality and legal protection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Congratulating Korea’s LGBTI community on the holding of its 20th Queer Culture Festival,
Ambassador James Choi said “the work of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defenders is crucial to
promoting progress and highlighting concerns regarding LGBTI human rights. Australia is proud to
support LGBTI people and human rights advocates here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LGBTI pride events are at their core, a celebration of the power and importance of diversity. They
are about enabling every person in our society, through respect and inclusiveness, to become the
best they can be irrespective of their origins, belief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said
Ambassador Choi.
Ambassador Choi encouraged international efforts on LGBTI issues, noting that “advocating for
equal human rights, and an end to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rsons globally is one
of Australia’s ten priority issues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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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주, 퀴어문화축제 지지
주한 호주대사관은 성 소수자의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지지를 위해 오는 1 일(토)
서울에서 열리는 제 20 회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다.

호주에서는 인권은 보편적, 불가분적, 상호의존적이며 모든 사람은 성적 또는 성별의
정체성에 상관없이 평등과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지키고 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시민사회와 인권 운동가들이야말로 성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고 관련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호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성 소수자 인권과 보편적 인권을 지지한다”며 한국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제
20 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최 대사는 “이러한 퀴어문화축제는 권익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는 자리이다.
존중과 포용을 통해 우리 사회 각각의 구성원의 권익을 신장하여 출신, 신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각자 최대한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사는 “보편적인 인권과 전 세계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차별 종식 옹호는 유엔
인권위원회 가입국인 호주 정부의 10 대 우선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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