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문화
하나의 브리스번

제22호 12월에서 2020년 2월까지

마법 정원

비안 린

페이비 파이오토

니겔 헤인

아드리안 쉬리너 
시장의 메시지
브리스번은 안전하고 역동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브리스번 메트로와 신규 
더블 데커 CityCats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 첫 주택 구매자 
재산세 인하 및 노인 오프피크 무료 
교통을 비롯하여 더 나은 도로 및 
대중 교통으로 귀하의 브리스번 
라이프스타일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다섯 개의 신규 친환경 교각을 통해 
대중 교통, 자전거 이용 혹은 도보로 
시티 주위를 이동하는 것이 한층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근린 계획을 통해 독특한 
거주지를 보존하지만 한편으로 이 
지역을 빌리지 구역 프로젝트들 및 
도서관, 공원과 풀장의 업그레이드로 
재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브리스번 최대 규모의 새로운 
공원인 빅토리아 파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내일의 브리스번을 오늘의 
브리스번보다 훨씬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아드리안 쉬리너 
시장

크리스마스 초읽기
브리스번은 도시와 공원 전체에 4주간 프로그램인 무료 크리스마스 기념을 준비하면서 12
월 축제의 열기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을 위해 즐거움을 주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는 오후 7시에 퀸스트리트 몰로 
야간 행진을 할 것입니다 (12월 13-22). 요정들을 따라 킹조지 스퀘어로 들어 가면 22
미터의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로토 시티홀 라이트 
크리스마스 애니메이션이 오후 7시 30분부터 매 15분마다 시티 홀에서 투영될 것입니다 
(12월 6-24).

로마 스트리트 파크랜드의 마법 정원을 놓치지 마세요 (11월 29일에서 12월 13일까지). 
혹은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의 크리스마스 (12월 20-23)에서 더 많은 조명 전시와 야간 
캐롤송 축제 그리고 불꽃놀이를 구경해 보세요. 

브리스번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christmasinbrisbane.com.au 을 
방문하세요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450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10월에 시장 주관 다문화 
비즈니스 디너 및 어워즈 2019에 참석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비안 린이 올해의 젊은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비안은 Runcorn의 하모니 
뮤직 센터와 하모니 인터내셜의 소장이자 소유주입니다. 
뮤직 교육 및 치료 그리고 국내외 뮤지션들의 홍보에 
전념해 왔습니다.  

올해의 다문화 비즈니스인 상은 레드 힐의 재니 
콜린스 인테이리어즈의 소유주이자 디자이너인 
페이비 피오토에게 돌아갔습니다. 핀란드 출신의 
페이비는 2017년 그 회사를 구매하기 이전에 재니 
콜린즈 인테리어즈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출발했습니다.

니겔 헤인은 올해의 다문화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니겔은 스리랑카에서 자랐으며 부친의 발자취를 따라 
테크놀러지 경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2016년 투웡에 기반을 
둔 REDD 디지털을 창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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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시점에 정보가 정확하도록 하기 위
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NEWSLETTER SIGN-UP

브리스번을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
브리스번은 생활과 직장과 휴식을 위한 멋진 곳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훨씬 나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거주지에 더 많은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도시 주변의 교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생활비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전망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고수용 고빈도 지하철 3분 간격으로 피크타임 운행, 거주지를 위해 더 많은 버스가 
가능하고 도시의 버스 정체현상이 감소됨.

2. 더블 덱커 CityCats 더 많은 공간, 더 좋아진 경관, USB 충전 포인트.

3. 브리스번 최대 규모의 새로운 공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독보적인 브리스번 
빅토리아 파크 비전 곧 출시 예정.

4. 5개의 새로운 친환경 교각 대중교통, 자전거 혹은 도보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좀더 
원활하도록 여러분의 피드백 하에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5. 오프피크 시간대 무료 교통 노인 go card 소지자, 시의회 버스, 주중의 비 피크 
시간대의 CityCats 및 페리, 주말의 주간 및 야간 버스에 해당.  

6. 첫  주택 구매자 50% 재산세 할인, 첫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 절약 지원. 
또한 연금수령자, 일부 연금 수령자 및 비영리 기관에 가능한 다양한 재산세 감면도 
있습니다.

7. 호주에서 가장 소기업 친화적인 도시 구축, 신규 비즈니스 워크숍, 네트워킹 행사, 
소기업 요금 및 부과금에 대해 $2백만 달러 삭감을 통해.

8. 빌리지 쇼핑 구역 재활성화, Aspley, Darra, Carina, Seven Hills 및 Sunnybank의 
갱생 프로젝트 포함.

9. 더 나은 거주지에 투자, 매년 $550,000 투입을 통해, 차후 4년간 고용, 여가활동 및 
소매업 기회 증대가 목적.

10. 수천 개의 시장, 축제 및 행사, 매년 시의회에서 지원, 거주지의 옥외 극장 포함.

시의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Brisbetter'를 검색하시면 다가오는 더 많은 볼거리와 행사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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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Asia가 2020년에 다시 찾아 옵니다
BrisAsia 페스티벌은 최상의 현대와 전통 아시아 예술 및 문화를 기념하며 여러분들이 브리스번의 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맛과 

장면 및 사운드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니뱅크 (1월 22-26)와 퀸스트리트 몰 (1월 24-25) 행사에서 쥐의 해를 시작하세요. 매년 수백명이 참석하는 차이나타운 
몰에서의 구정 축제는 이틀간에 걸친 중국, 한국 및 베트남 문화 행사와 마켓 스톨 프로그램입니다 (2월 1-2). 

음악과 댄스를 위해서는 QUT Kelvin Grove에서 The Love Inn의 개봉 (2월 14일)을 보시거나 브리스번 시티의 Reddacliff 
Place에서 아시안 팝 컬쳐로 가보세요 (2월 22).

BrisAsia 페스티벌 프로그램 전체를 보시려면 시의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행사 
12월 22일 – 시티의 Chanukah 
– Reddacliff Place, Brisbane City, 
4-8pm, 무료,  
chabadbrisbane.com/chanukah

1월 6-12일 – 브리스번 인터내셔널–
Queensland Tennis Centre, 
Tennyson, 여러 시간대와 가격, 
brisbaneinternational.com.au

2월 1일 – Technicolour 중국 
새해의 밤 마켓 – Multicultural 
Community Centre, Newmarket, 
4-9pm, 무료, mccbrisbane.org

2월 1일 – 구정 Rooftop Party – 
Hoyts Cinema carpark, Sunnybank
Plaza, 4-9pm, 무료, facebook.com

2월 1-2일 – 구정 – Chinatown 
Mall, Fortitude Valley, 여러 시간대,
무료, brisbane.qld.gov.au

2월 6일 – Yundi Li 소나타 월드 
투어 – Concert Hall, QPAC, South 
Brisbane, 7.30pm, 여러 가격,  
qpac.com.au

2월 13-14일 – Refugee 
Alternatives Conference – QUT 
Gardens Pont Campus, Brisbane 
City, 여러 시간대 및 가격, 
refugeealternatives.org.au

2월 29일 – Brisbane Holi: Festiva
of Colours – Rocks Riverside Park
Seventeen Mile Rocks, 12시 정오-
오후 6시, eventbrit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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