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OCTOBER 2018

MEDIA RELEASE
39TH AKBC-KABC JOINT MEETING IN BUSAN, KOREA
The 2018 Joint Meeting of the 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AKBC) and Korea-Australia Business
Council (KABC) will be held on 29-30 October in Busan, the Republic of Korea.
The annual Joint Meeting is the premier forum for senior Australian and Korean business leaders
and influencers to share insights about the bilateral commercial relationship, and to discuss further
and deeper collaboration.
This year, the Joint Meeting will focus on four main topics: the future of energy, opportunities
aris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rengthening Australia-Korea networks, and service
sector cooperation.
As part of the Joint Meeting, delegates will get the unique opportunity to tour the Renault Samsung
Motors Plant and Busan New Port.
They will also visit the UN Memorial Cemetery Korea (UNMCK) to honour the 340 Australian service
members who fought and died in the Korean War.
HE James Choi, Australian Ambassador to Korea, said “Australia and Korea enjoy a long-standing
and complementary economic relationship, which is especially strong in commodities. This
strength will continue – but we must also explore new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reater collabor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high-value
services trade, will become key themes of our future bilateral relationship.”
AKBC will also host the second Future Leaders’ Program as a part of the Joint Meeting for eleven
selected young professionals. This program is specifically designed to empower and encourage the
next-generation of leaders in the Australia-Korea relationship by developing their leadership
capabilities and strengthening their knowledg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KBC was formed in 1987 to promote two-way trade and invest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is chaired by Hon Mark Vaile AO,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and former Trade Minister of
Australia. AKBC’s counterpart organisation, KABC, is chaired by the Chairman of POSCO, Mr Choi
Jung-woo.
More information on the Joint Meeting and the Future Leaders Program can be found on the
AKBC’s website (https://akbc.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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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0 월 25 일 (목)

보도자료
제 39 차 호∙한 경제협력위원회 연례 합동회의 부산에서 개최
2018 년도 호∙한 경제협력위원회 (AKBC) 및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KABC) 합동 연례회의가
10 월 29-30 일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양국 재계 인사간 최고위급 연례 포럼인 이 합동회의는 양자 상업 교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양자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 본회의는 ‘에너지의 미래’,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회’, ‘호∙한 교류 강화’, ‘서비스
분야 협력’ 등 4 개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호주 경제인사절단은 연례회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르노삼성 자동차 생산시설과 부산 신항
방문 등 부산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유엔군기념공원을 방문하여 6·25 전쟁 참전 호주 전몰장병 340 명을 추모할
예정이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와 한국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호혜적인 경제 협력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굳건한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동시에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도 발굴해 나가야 한다” 며 “과학,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더 큰 협업은 양국 양자 관계 미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이어 AKBC 는 올 해에도 11 명의 젊은 전문가들을 선정,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을
주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관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들의 리더십 역량 개발 및 양자관계에 대한 지식 강화가 그 목적이다.
AKBC 는 1987 년 한국과의 양자 무역 및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KBC 는 마크 베일
전 호주 부총리 및 통상장관이, KABC 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호∙한 경제협력위원회 및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BC 홈페이지
(https://akbc.com.au/) 에서 찾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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