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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호주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어워즈·호주의 날 행사 개최
2018.01.26 아이센시아

사진 설명: 2017 AustCham 비즈니스 어워즈 수상자
지난 26일 5시, 동대문에 위치한 JW매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호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
는 AustCham 비즈니스 어워즈와 호주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치러진 AustCham 비즈니스 어워즈는 주한 호주상공회의소의 10주년을 되돌아보고 주한 호
주 상공회의소의 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개인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와 그라함 도즈 호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워즈 시작과 함께 축사를 전
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는 “서울에서 보내는 호주의 날은 양국 사업 관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
과 기업 모두를 높이 평가하는 자리”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호주는 시장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가능케한다고 믿는다”며, “자유무
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의 기업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오늘 이 시상식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엑손모빌코리아(주) 총괄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라함 도즈 호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 진출
한 호주 기업뿐 아니라 호주와 우호관계를 맺고있는 한국 기업이 인정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
번 시상식을 통해 호주 기업과 협력해 공동 사업 성과를 이룩한 많은 한국 기업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에 감사하다”고 시상식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AustCham 비즈니스 어워즈는 한국-호주 간 무역교류 확대,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한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다.
시상은 총 10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성장 추진 우수상: 맥쿼리캐피탈 코리아 △한-호 협
력 파트너 우수상: IFM 인베스터스 - 삼성 자산 운용 △마케팅 캠페인 우수상: 윌슨파킹코리아 △
주한 호주상공회의소 공로상(한국인·기업·단체): 정기장, CJ E&M 신효정 PD, 포스코 △혁신 스타트
업 우수상: 메디슨 홀딩스 △농업·식음료 사업 우수상: 더술컴퍼니 △관광 사업 우수상: 진에어 △
교육·서비스 사업 우수상: TAFE 퀸즈랜드 △10주년 기념 공로상: 해리 리, 스콧 워커, 매튜 홈즈,
오성진 △올해의 비즈니스 상: 리클린 홀딩스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비즈니스 어워즈 시상이 끝나고 호주의 날 행사가 이어졌다. 호주의 날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호주의 역사, 문화 및 다양성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호주의 국경일이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국장의 축사와 함께 호주의 날 행사가 시작됐다. 김정일 국장은
축사에서 “국제 관계에서 호주와 한국 간 협력 관계는 무역과 투자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양국 간 무역 관계가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지속해서 발전하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남겼다.
이날 호주의 날 행사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다수의 호주 기업이 참여해, 서로 다른 기업의 담당자
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국과 호주의 기업 문화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이번 호주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 양국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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