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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의
탁월한
이점

호주의 타즈매니아 주는, 정치•경제적 안정, 저렴한
설립 및 운영비,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 및 현대적
인프라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점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타즈매니아는 품질로 정평이 나 있는 자원이 풍부한
자원 경제입니다. 타즈매니아의 매력적이고 잘 알려진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환경적 신뢰성 및 경쟁력 있는
비용 기반이 긴밀히 연결되어 타즈매니아를 투자하기
좋은 빼어난 장소로 빚어냅니다.
타즈매니아는 교통 체증이 거의 없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창의력이 빛을
내고, 음식이 유명하고, 생활비가 저렴한 살기에
특출하게 좋은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직장에서 생산성 및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아래는 타즈매니아의 경쟁우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브랜드 이점
• 타즈매니아 브랜드는 우수성, 순수성 및 지속가능성 자체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이 브랜드에는
형언하기 힘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있어서, 낭만과 영원한
풍경의 경이로움, 창의성에 대한 추구, 멋진 삶과 좋은 음식의 예술
및 과학을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 타즈매니아인들은 선진 제조업, 광산 및 환경 테크놀로지, 과학
연구, 고급 식품 및 음료 제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산업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 타즈매니아의 식품들은 엄격한 생물보안 조치 및 상대적으로 질병
없는 상태 덕분에 진입이 까다로운 시장에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인상적인 인프라
• 타즈매니아 전기의 최대 90%를 공급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재생
에너지원.
• 매주 타즈매니아와 호주 본토 사이를 오가는 수백 대의 항공기를
통해 호주 본토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
• 판매업자, 시장 또는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짧은 거리. 보통 생산
현장에서 100킬로미터 이내에 항구가 있음.
• 화물 전용 철도 네트워크 및 네 개의 주요 항구로부터 빈번한 해운
서비스.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한 농산물이 48 시간 이내에
해외 시장에 도착할 수 있음.
노동력 이점
•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 호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원 유지 비율 및 최상의 노사관계
기록을 가진 안정적 노동력.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비즈니스 풍토
• 쉽고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승인 과정.
• 호주의 모든 주들 중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주정부 순부채 수준
• 무디스 인베스터스( Moody’s Investors Service) 서비스 및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사가 부여하는 신용
등급에 반영된, 일관되게 건전한 재정 관리.

기회의 땅

농업 이점
• 풍부한 수자원. 타즈매니아는 호주 전체 면적의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호주 연간 총 강우량의 거의 13퍼센트를 차지.
• 주요 농업 지역에 수자원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관개 프로젝트.
• 해충, 질병 및 잡초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어서, 까다로운
시장에 진입 가능.

타즈매니아는 다양한 탄력적 산업을 지원합니다.
전통적 및 비전통적 부문에 걸쳐 있는
타즈매니아의 주요 산업 부문으로는 남극 지역,
과학 연구, 디지털 서비스, 선진 제조업, 관광 및
국제적 교육과 아울러 식품 및 농업, 광업 그리고
임업이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온건한 기후 변화가 예상되는 온화하고 매우
안정적인 기후.
식품 및 농업
선진 교육 시설
• 신망이 높은 세계대학학술순위 (ARWU)에서, 2016년에
타즈매니아 대학교가 13 계단을 뛰어올라 국제적으로 29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타즈매니아 대학교를 전 세계 대학교 상위
2%에 들게 한 것이며 최고의 리서치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 QS 세계대학순위 370위의 결과는 7계단을 뛰어오른 또 하나의
도약이며, 지구해양과학 및 농림학을 세계 최고 순위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7개 학과가 QS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여기에는
철학, 환경과학, 생물과학, 사회학, 교육학, 지리학 및 의학이
포함됩니다.
비용 이점
• 호주에서 가장 낮은 세율.
• 호주에서 가장 낮은 풀타임 임금.

고급 식료품 및 고급 와인으로 유명한 타즈매니아의 식품 및 농업
부분은 타즈매니아 주의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부문에 속합니다.
타즈매니아의 농업 및 양식업 부문은 고도로 다각화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낙농업
• 과일(핵과, 사과, 배 및 딸기류 포함) 및 채소
• 포도 및 홉
• 양귀비 및 국화
•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류
• 넓은 토지의 농작물과 양모 및 가축 생산을 포함하는 복합 농장
기업
• 대서양 연어와 바다 송어, 전복, 홍합, 굴, 가리비 및 암석
바다가재

• 호주에서 가장 저렴한 상업 숙박 비용.

• 종자, 꿀, 인삼, 올리브, 견과류, 딸기류, 송로, 허브, 절화,
구근식물 및 식물정유.

• 호주에서 가장 저렴한 일부 토지.

타즈매니아가 제공하는 것들:

• 자격이 되는 호주 시장 행 화물의 화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타즈매니아 운송비 균등화 제도.
• 극단적 기상 사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라이프스타일
• 저렴한 생활비 및 호주의 주 수도 중 가장 저렴한 주택.

• 온화한 기후, 뚜렷한 계절, 신뢰할 만한 강우량, 깨끗한 공기, 및
풍부하고 비옥한 토양
• 과실파리, 감자 시스트 선충, 담배 푸른 곰팡이, 및 기타 주요
해충과 질병이 없는 호주 유일의 주
•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금지 조치

• 호바트는 호주의 주 수도 중 통근시간이 가장 짧음.

• 중요한 수자원을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관개 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 지원

• 사람 및 재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

• 입증된 국내 및 해외 시장과의 견실한 거래

• 천혜의 자연 환경.

• 산업계, 대학교, 정부 사이의 연구 및 개발 제휴

• 세계에서 가장 맑은 공기 및 식수.

• 상반된 계절에 신선한 농산물을 북반구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기회.

• 매우 높은 지역 주민 참여율을 보이는 활동적인 예술 및 문화 현장.

관광
타즈매니아에는 단기 숙소, 레저 명소 및 관광객 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타즈매니아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규모가 큰 관광 시장으로서,
광범위한 호주 관광 시장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조사 기업 TNS의 2014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타즈매니아는 호주에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장소이자 두 번째로 많이
적극 언급되는 장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타즈매니아는 잘 보존된 장소, 고급 식료품과 와인, 독특한 문화유산
및 뚜렷한 계절적 기후를 지닌 축복받은 곳입니다.
타즈매니아는 다음 사항들도 제공합니다.
• 활기 넘치는 예술 현장, 흡인력 있는 국내 및 국제적 페스티벌,
전시회 및 행사 그리고 신구 예술 박물관 (MONA)을 포함한
다양하고 훌륭한 행사장
• 독특한 자연 명소 – 때묻지 않은 광야, 울퉁불퉁한 바위 산맥,
깨끗한 흰 모래 해변, 놀랍도록 아름다운 동식물상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상징적 명소 – 타즈매니아 야생 세계유산 지역, 크래들 산,
프레이시넷 반도, 파이어스 만 및 포트 아서 포함
• 문화유산 명소 – 역사적으로 중요한 타운 및 장소들
• 새롭게 재개발된 타즈매니아 박물관 및 아트 갤러리는
타즈매니아의 가장 의미심장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 시대 건물 내에 예술, 역사 및 과학을 아우르는 주립
소장품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빛나는 국제적 위상
• 사파이어 프레이시넷은 럭셔리 트래블 (Luxury Travel)
잡지의 골드 리스트 어워즈 2016에 호주 최고의 부띠끄
건물로 지명되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AFAR 여행 잡지는 그들의 2016 여행
목록의 상위 10개 여행지에 타즈매니아를 포함시켰습니다.
• 호바트는 론리 플래닛 (Lonely Planet)의 최고의 여행지 2013
세계 상위 10개 도시 목록에 포함되었고, 트립 어드바이저
(Trip Advisor)의 여행자의 선택(Traveller’s Choice) 떠오르는
상위 10개 여행지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콘드 나스트 트래블러
(Conde Nast Traveler)에 의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친절한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적 교육
국제적 교육이 타즈매니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즈매니아가 제공하는 것들:
• 재능과 수준 높은 자격을 갖춘 전문 교사를 통한 교육적 우수성
• 업계 및 세계가 인정하는 리서치 허브, 학생들에게 실생활 실습 및
리서치 경험 기회 제공
• 우수한 결과 및 성과 – 유학생들이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학업을 마치는 대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에서도 매우 성공적임
• 저렴한 비용 – 짜임새 있는 도시 환경 내의 경쟁력 있는 요금,
생활비 및 교통비
• 최고 품질의 지원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쉽고 비공식적인 교사 및
강사와의 만남
•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안전한 환경.
UTAS에는 157개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2016
년도의 경우 고급 학위 연구과정 (HDR) 학생이 1,384명이었고, 그
중에 36%가 유학생이었습니다.
선진 제조업
타즈매니어의 선진 제조 산업은 해양 및 광업, 광물 처리 및 중공업
분야에 대해 특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속
가공, 주조, 선박 건조 및 관련 해산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계 제조 및 엔지니어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투자 잠재력이 있는 분야는 소량 고부가가치 선진 제조업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 구체적으로 국방, 석유 및 가스 산업 그리고
해양 및 양식업과 같이 타즈매니아에 이미 잘 확립되어 있는 부문을
활용하는 산업활동 분야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및 정보 테크놀로지

남극 및 남극해

연구 단지, 전문화된 센터 및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고급 기술을
선도하는, 타즈매니아의 디지털 인프라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타즈매니아는 남극, 아남극 및 남극해의 과학, 연구, 교육 및 물류
분야에서 전문 기술의 허브입니다. 또한 타즈매니아는 세계 5대
남극 관문 도시 중에서 남극 및 남극해 과학자와 협회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분야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 ICT 테스트 베드 및 우수 센터를 포함한, ICT 연구 및 개발. 예:
CSIRO의 센서 네트워크 유닛, HIT Lab AU, UTAS가 이끄는
Sense-T
• 소프트웨어 및 응용지식 적용 개발
• 콘텐츠와 미디어 개발 및 서비스
• 부문을 넘나드는 ICT 혁신 – 생산성과 효율성 및 혁신을 이끄는
제품 및 서비스
•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및 연결성
• 클라우드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 ICT 서비스 제공 센터, 연락 및 비즈니스 처리 센터
• 정부, 친목단체 및 지역사회 디지털 변환.

호바트는 호주 남극 프로그램의 본부이며, 프랑스 극지 연구소
(Institut Polaire Français), 폴-에밀 빅토르 (Paul-Emile Victor)
의 탐사선, 라스토롤라베 (l’Astrolabe) 호가 호바트 항구를
자신의 남극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부와 비즈니스의
결연, 타즈매나아 극지 네트워크, 그리고 남극 부문을 지원하는
타즈매니아 정부의 전담 부서인 안탁틱 타즈매니아 (Antarctic
Tasmania)를 통해 남극 활동이 뒷받침됩니다.
타즈매니아가 다음을 제공합니다.
• 뛰어난 해상 및 항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 수도의
편의시설
• 남극, 아남극 및 해양 교육, 리서치 및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 기술
• 남극 탐험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 경험이 있는 60여개의 업체

광업 및 광물가공
타즈매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그리고 다양하게 광물화 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타즈매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고급
광상들은 교통 인프라와 인접해 있고,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법률과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타즈매니아의 광물 분리정제 공정
분야에 투자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광물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타즈매니아의 서부 해안과, 대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타즈매니아의 북동부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임업
타즈매니아의 임업 부문은 천연 삼림과 플랜테이션 자원 양쪽을
아우르는 통합된 산업입니다. 타즈매니아의 삼림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됩니다. 관리되는 생산림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면서도
가장 튼튼한 일부 목재들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의 잠재적 투자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적인 회전 베니어 공작 기계를 통한 타즈매니아 삼림의 베니어
생산 증가
• 베니어 합판 및 구조용집성판과 같은 고가의 건축 자재 생산
• 그을린 반숯, 목재 펠릿, 섬유소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포함하여, 삼림 폐기물을 이용하는 바이오 연료 및
생물 에너지 부문의 개발
• 목재 섬유 가공 수준의 증대, 예: 펄프 생산 또는 레이온 제조.

• 여름철 호바트 국제 공항과 동남극의 케이시 기지 사이를
왕래하는 정기 항공편 운행, 2018년부터 승객 및 화물을 탑재한
보잉 C17 기종을 수용하기 위해 호바트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임
• 선적 업체들에게 하루 24 시간, 주 7일 항구 서비스 및 공급,
하역, 냉장 보관, 검역 및 유지보수 시설을 제공하는 항구.
과학 연구
타즈매니아는 활기차고 다양한 과학 연구 커뮤니티의
본고장입니다. 타즈매니아에는 호주 인구의 불과 2.3 퍼센트가
거주하지만, 호주 과학자의 4.2 퍼센트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타즈매니아주는 남극 대륙 및 남극해와의 인접성, 지리적 분리,
풍부한 수자원 및 풍력 자원 그리고 안정적 인구 덕분에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전문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대 해양 시스템, 공기 오염, 남극, 농업, 양식업, 재생
에너지 및 집단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타즈매니아의 연구 부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QS 세계 대학교 순위에서
UTAS가 지구해양과학 및 농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든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타즈매니아의 남극, 남극해 및 해양
과학 교육 및 연구 커뮤니티는 국제적으로 존중 받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700여명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분야를 전공하는 호주
과학자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총괄 조정관 사무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투자자
지원에 이용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타즈매니아에 투자하십시오
전체적인 투자 설명서.

타즈매니아가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윤곽을 제공하는 브로셔 시리즈, 내용:
• 남극 및 남극해
• 양식업
• 딸기류
• 생물 자원
• 낙농업
• 식품 및 농업
• 임업
		

•
•
•
•
•
•
•
•

과일
국제적 교육
광업 및 광물 가공
석유 및 가스 산업 지원
재생 에너지
과학 연구
관광
와인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직접투자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포괄적
간행물, 내용:
• 낙농업
• 광업 및 광물 가공
• 와인
본 자료 및 더 많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www.cg.tas.gov.au/home/publications

연락처

총괄 조정관 사무소는 타즈매니아에 비즈니스를
설립하거나, 재배치하거나, 다각화하거나, 확장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연락할 곳입니다. 저희 전문가 팀이 할
수 있는 사항:
• 타즈매니아 산업계의 능력 및 강점, 특정 비즈니스 기회, 투자 규정
및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투자자가 타즈매니아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장소를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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