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리안 쉬리너 
시장

다양한 문화
하나의 브리스번

Sunsuper 리버파이어 불꽃놀이

제 21호 - 2019년 9월에서 11월

APCS 파견단, 기조 연설 경청

애드리안 쉬리너 
시장의 메시지
저는 최근에 빅토리아 공원을 
브리스번 최대 규모 신규 파크랜드로 
변모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저는 브리스번 시민들이 새로운 
공원에 무엇이 포함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는 시의회 웹사이트  
(brisbane.qld.gov.au)를 통해, 
혹은 9월 22일 일요일 빅토리아 공원 
파티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협의는 9월 29일 일요일에 
마감됩니다.

봄은 우리의 역동적인 도시에 
흥미진진한 행사로 가득차는 
계절이며, 브리스번 페스티벌, 
옥토버페스트 및 브리스번 오픈 
하우스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빛나게 하는 이런 행사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일 멋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Seniors Go 카드를 소지한 
노인분들은 10월 1일부터 더많은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스번 버스, CityCats 및 페리는 
오프 피크 동안에 무료 이용 
그리고 모든 버스는 주말 내내 무료 
이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브리스번에서 만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140개 도시의 83명의 시장을 포함하여 1400여명 대표자들이12차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의 (APCS) 및 시장 포럼을 위해 7월 브리스번에서 모였습니다.

파견단들은 지역 일대 도시들의 혁신, 유동성, 삶의 질 및 지속가능성 등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장들 및 도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변경이 성장을 북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공유하면서 도전과 기회를 논의했습니다. 이들 논의들은 2019 APCS 시장 
합의로 반영되어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APCS 프로그램에는 또한 196명의 발표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기조 연설자 마크 란돌프 
(Netflix 공동 창업자), 안드레아스 웨이젠드 (전 아마존 수석 과학자), 페기 류 (공동 미-중 협력 
청정 에너지 회장)가 포함되었습니다. 

2021APCS는 Denpasar (발리)에서 개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pcsummit.org를 
방문하십시오.

축제의 계절입니다!
음악, 댄스, 불꽃놀이에서 문화 축제까지 도시 전역에서 많은 
볼거리와 행사가 있습니다.

브리스번 축제는 무료 행사 및 티켓 행사를 제공하며 모든 
연령과 관심사를 총망라합니다. 9월 5-28일에 개최됩니다. 
섬광으로 밝힌 조각품으로 수놓은 시티 보타닉 가든을 
바라보며 국제 활동 쇼와 사우스 뱅크의 무료 야간 강변 
라이트 쇼, 그리고 Sunsuper 리버파이어 불꽃놀이의 
장관을 즐겨 보세요. 전체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brisbanefestival.com.au를 방문하십시오.

브리스번의 다문화 지역사회도 몇 달에 걸쳐 
옥토버페스트, MOSAIC 페스티벌 및 피스타 라티나를 
통해 선보입니다. 이번 호에 나와 있는 행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브리스번의 차후 행사에 대한 최근 정보를 원하시면 
brisbane.qld.gov.au/whats-on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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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번의 최대 규모 신규 
파크 계획을 도와주십시오.
시의회는 더 많은 행사들과 더 나은 시설로 허스톤의 
빅토리아 공원을 세계 수준의 대정원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빅토리아 공원 파티에 함께 모여 이 부지를 조사할 
기회를 갖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모든 
가족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십시오.

빅토리아 파크를 위한 비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의견이 작거나 크거나 
창의적이거나 실용적이거나 어떤 내용이든지 다 
좋습니다.

파티에 참석을 못하시면,  시의회의 웹사이트 
(brisbane.qld.gov.au)를 방문하여 
'Victoria Park Vision'을 검색하십시오. 
설문조사를 작성하거나 제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제출, 또는 아이디어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는 9
월 29일 일요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마감됩니다.

현재의 빅토리아 파크

누가 수상자가 될 것인가?

다문화 비즈니스 축하
시장주관 다문화 비즈니스 디너 및 어워드 행사에서 다문화 
비즈니스들이 브리스번의 경제와 지역사회에 끼친 탁월한 기여를 
축하해 주십시오. 10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시청에서 
개최됩니다.

갈라 디너에서는 2019년 시장주관 다문화 비즈니스 수상자들 
발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행사와 독특한 경매 
물품도 제공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부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시장주관 다문화 비즈니스 장학금 프로그램 및 멘토링 
제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합니다.

티켓 예약을 위해서는 brisbane.qld.gov.au를 
방문하십시오. 티켓 매매는 9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옥외 방학 놀이
방학 기간에는 브리스번의 멋진 야외에서 많은 볼거리와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환경 센터에서는 무료 및 저렴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안내원 동반 산책 및 자연과 
환경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도 있습니다.

도심지 놀이를 찾고 계시나요? 로마 스트리트 파크랜드에서의 Kids Collective로 가 보세요. 

5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더욱 신나는 활동을 원하시면 Bracken Ridge와 Darra에서의 세계적인 BMX 트랙을 
방문하시거나, BMX 시설이 있는 브리스번 전역의 다른 20개 공원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BMX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스케이트 파크들도 있습니다. 인근 행사장이나 시설을 찾아 보려면 
brisbane.qld.gov.au를 방문하십시오.

행사 일정
9월 21일 – 슬라브 문화 페스티벌 
갈라 콘서트 – Roma Street 
Parkland 원형 극장, 12시 정오, 무료 
slavfestbrisbane.com

10월 11-13 & 18-20 – 옥토버페스트 
브리스번 – Brisbane Showgrounds, 
Bowen Hills, 여러 시간대 및 가격, 
oktoberfestbrisbane.com.au

10월 12-19일 – INAS 글로벌 
게임즈 – 여러 장소, 시간대 및 가격, 
inasglobalgames.org

10월 13일 – MOSAIC 다문화 축제 
– Roma Street Parkland, 10am-
5pm, 기부 입장,  
mdaltd.org.au/mosaic/

10월 19-20일 – Garage Sale 
Trail – 브리스번 전역 여러 시간대, 
garagesaletrail.com.au

10월 26일 – Diwali 축제 – 
Chinatown Mall, Fortitude Valley, 
4-9pm, 무료,  
myvalley.com.au/events-guide

11월 2일 – 피에스타 라티나 – Roma 
Street Parkland, 12-8pm, 무료, 
lacaqld.org.au

11월 13일 – 시장주관 국제 비즈니스 
포럼 – Easts Leagues Club, 
Coorparoo, 5.45-7.30pm, 무료, 
brisbane.qld.gov.au

일지 메모
10월 12-13일, 브리스번 오픈 
하우스에서 브리스번의 가장 
독특한 건물들과 주요 지형지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무료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고층 건물들과 민간 
주택들 그리고 시청 및 Old 
Windmill Tower 등 시의회 공간을 
둘러 볼 수 있으며, 안내원 동반 
투어와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brisbaneopenhouse.com.au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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