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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urs for Hobart   호바트의 명성

Voted 2nd friendliest cit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 2위로 선정

Condé Nast Traveller Magazine, 2013 

Voted one of the top10 cities in the world to visit 

2013년 방문을 위한 세계 10대 도시

Lonely Planet 2012 

2nd oldest city in Australia 

호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 

Snapshot   간단한 정보

Population of the City of Hobart  호바트 시티 인구  48,703

Population of Greater Hobart  호바트 광역시 인구  211,656

Population of Tasmania 타즈매니아 인구  49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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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city of innovation and ideas – a place of growth and promise 
with exciting and diverse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Hobart is the capital city of Australia’s only island state, 
and it offers a lifestyle that is the envy of other cities. 
 
The City of Hobart is a place of extraordinary beauty, flanked by the 
forested slopes of Mount Wellington and the deep harbour of the 
Derwent Estuary. It’s a holiday destination of choice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ists and a welcoming place which embraces visitors 
and new resi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It is a city in which the past 
rubs shoulders with the future, where stately heritage buildings and 
historic sites sit alongside world-class 21st century development. 
 
It has also become renowned as a ‘City of Festivals’, a place for the 
meeting and sharing of ideas and vision. 
 
Our vision for Hobart as ‘a city with people in mind’ is reflected in our 
Inner City Action Plan (ICAP) – a blueprint for future planning which 
sets our direction as a strong, vibrant and sustainable city. 
 
As we continue to grow, our focus is on long-term development 
projects which will benefit the whole Tasmanian community and 
enhance the wonderful qualities of our capital city. We want to work 
with you on exciting projects and to expedite the approval process 
wherever possible. 
 
We’re proud of our economic success and our history, and we’re 
inspired by our future. We look forward to sharing it with you. 

 
Alderman Damon C Thomas 
Lord Mayor of Hobart

Lord Mayor’s  
Message

Hobart is unique among 
Australia’s capit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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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메시지 

호바트는 호주 수도 도시 중에
서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이 도시는 혁신과 아이디어의 산실입니다. 성장과 약속의 도시이며 
투자와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회의 도시입니다. 호바트
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된 주수도이며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호바트는 실로 아름다운 장소로서 마운트 웰링톤 산의 경사지 삼
림과 더웬트 에스튜어리의 깊은 항구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이곳
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가 행선지로 선택하는 곳이며 전 세계로부
터의 방문객들과 새로운 이주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가 미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립 유산 건물 및 역사
적 명소가 세계 수준급 21세기의 개발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는 곳
입니다.

호바트는 또한 함께 만나 아이디어와 비전을 나누는 장소로서 ‘축
제의 도시’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라는 호바트 시의 비전은 Inner City 
Action Plan (ICAP) 청사진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 청사진은 우
리의 도시가 견고하고 역동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착되도록 
개발하는 미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타즈매니아의 지역사회
에 유익을 주고 이 수도 도시의 놀라운 수준을 더욱 고양시킬 장기
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프로
젝트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길 원하며 승인 절차를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성공과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칩니다. 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길 고
대합니다.    

Alderman Damon C. Thomas
호바트 시장

앨더맨 대이몬 C.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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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Hobart has all the attributes of a thriving capital city but 
is compact enough to offer a lifestyle that makes the elusive work-

life balance a reality. The city has a wide range of public and private 
schools and still offers some of the best quality and most affordable 
housing in Australia. It is a place of connected communities that 
enables easy access to city precincts and amenities. Voted the second 
friendliest city in the world, life in Hobart is unhurried yet vibrant, 
inspiring and invigorating.
 
Greater Hobart is home to around half the Tasmanian community, with 
a population of 211,656 people1. The city has a robust commercial 
and professional centre and is a hub for many of Tasmania’s major 
industries. Hobart is an international port and Australia’s gateway to 
the Antarctic and is also a centre for innovative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 Recent and continuing development in the city has energised 
the CBD, in keeping with the long-term vision for the city’s future.
 
Hobart is a city of opportunity, with exciting and continuing scope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Census of People and Housing

Introduction

Hobart is a place of 
wonderful diversity 

that unites Tasmania’s 
finest qualities in one 
beautif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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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바트는 성장하는 수도로서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달성
하기 힘든 일과 삶의 균형을 현실로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제
공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광범위한 
공립 및 사립 학교가 있으며 호주에서 여전히 가장 수준이 있으
면서도 가장 저렴한 주택들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도시 구역들
과 오락 시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잘 연결된 지역사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 2위로 뽑힌 이곳 호
바트에서의 삶은 여유롭고 친절하며 감동과 의욕이 넘칩니다.   

호바트 광역시 (Greater Hobart)에는 타즈매니아 지역사회의 
약 절반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거의 211,656명에 이릅니다1. 
이 도시에는 견실한 상업 및 전문업 센터가 있으며 타즈매니아
의 여러 주요 산업 중심지입니다. 호바트는 국제 항구이며 남극
대륙으로 가는 호주 관문이며 혁신적인 과학 및 의학 연구를 위
한 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최근에 지속되는 개발은 상
업중심지에 활기를 불러 넣고 있으며 도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호바트는 기회의 도시이며 투자 및 발전을 위한 흥미로운 영역

을 계속 선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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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호바트는 타즈매니아의 
최상의 요소들을 아름다운 
하나의 도시에 합쳐 
놓은 놀라운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1호주 통계청, 201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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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Hobar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liveable cities in 
the world. Founded in 1804, it is the second oldest city in Australia, 

Hobart offers a wonderful blend of built and cultural heritage; 
environment; a vibrant art and dynamic sporting culture and a low 
stress lifestyle.

Nestled under Mt Wellington on the Derwent River Hobart is renowned 
for its heritage buildings, beautiful parks, fine restaurants, the weekly 
Salamanca Market and its annual festivals. This unique setting provides 
for an ambience that you will not find in another city anywhere in the 
world. 

Hobart is the gateway to the best quality food and boutique wines and 
the famous Tasmanian salmon, crayfish and cheeses, raspberries and 
strawberries, beer and chocolates. 

It is a city rich in maritime history, and is shaped and defined by water. 
A diverse range of craft including Antarctic supply vessels, cruise liners, 
sailing dinghies, catamarans, kayaks, ocean racing yachts, fishing boats 
and square riggers ply the waters of the Derwent. Beyond is Storm Bay 
and the vast Southern Ocean.

The Port is a central focus for the city providing a gateway to Antarctica 
and a busy commercial hub. The waterfront is a place where residents 
and visitors like to spend time strolling along the docks, talking with the 
local fishermen, watching the large cargo vessels load and unload or 
sampling some fine Tasmanian produce at one of the many cafes and 
restaurants located around the cove.

Living in 
Hobart

Hobart is one of the great 
small cities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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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바트 생활 호바트 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에 속합
니다. 호바트는 1804년에 세워진, 호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이며, 건축 및 문화 유산, 환경, 생동감 있는 예술 및 역동적
인 스포츠 문화와 스트레스가 적은 라이프스타일이 조화를 이루
는 놀라운 도시입니다.

더웬트 강가의 웰링톤 산 아래 자리 잡은 호바트는 역사적 건물
과 아름다운 공원, 고급 레스토랑, 살라만카 시장 및 이 시장의 
페스티벌 등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호바트는 최고급 음식과 
부티크 와인 그리고 유명한 타즈매니아 연어, 바다가재와 치즈, 
라즈베리와 딸기, 맥주와 초콜릿을 만나는 관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주위 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분위
기를 선사합니다.
 
호바트는 바다에 의해 다듬어지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유서 
깊은 해양 도시입니다. 남극 보급선과 유람선, 범선, 쌍동선, 카
약, 대양 경주용 요트, 낚싯배 및 가로돛 범선 등을 포함한 다양
한 선박들이 더웬트 수역을 왕래합니다. 그 너머로는 스톰 만과 
광대한 남대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호바트 항구는 이 도시의 중심지로서 남극 및 활기찬 상업 허브
로 가는 관문입니다. 해안은 주민 및 방문객이 시간을 보내기 좋
아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부두를 따라 걷거나, 지역 어부들
과 대화를 나누고, 대형 화물선의 선적 및 하적을 지켜보기도 하
며, 만 주위에 자리잡은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들러 고급 타

즈매니아 생산 제품을 시식하기도 합니다. 

호바트는 세계의 멋진 소도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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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the City of Hobart accounted for 10% of the State’s 
population, yet accounted for 23% of Tasmania’s employment

As a capital city council the City of Hobart is responsible for the 
commercial, financial and cultural hub of Tasmania. In Australia, 
capital city councils such as the City of Hobart are the most local 
and publically accessible level of a three-tier system of government.

The City of Hobart oversees the metropolitan and inner suburban 
areas of the city. As a capital-city council, it also speaks on behalf 
of Hobart in a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

The City of Hobart works with other local councils, the State 
Government of Tasmania,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to 
ensure that Hobart maintains its reputation of being safe, healthy, 
clean and innovative. It supports Hobart’s position as one of the 
great small cities of the world.

Hobart - 
Tasmania’s 
Capital City

The city is the heart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within 
the State of Tasmania.

City of Ho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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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는 타즈매니아 주의 비즈니스 및 행정 중심지입니다. 
2012년에 호바트 시티는 타즈매니아 주 인구의 10%였지만 주 
전체 고용의 23%를 차지했습니다.

호바트 시티는 타즈매니아의 상업, 금융 및 문화 허브를 책임지
고 있는 수도 시의회입니다. 호주에서 호바트 시티와 같은 수도 
시의회는 정부의 삼단계 시스템에서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공
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의 정부입니다.   

호바트 시티는 호바트의 광역과 도심 지역을 관할합니다. 또한 
수도 시의회로서 호바트 시티는 지역과 국내 그리고 국제적 상
황에서 호바트를 대표하여 발언합니다.

호바트 시티는 다른 지역 시의회들과 타즈매니아 주 정부 그리
고 호주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호바트가 안전과 보건 그리고 청
정 및 혁신 분야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호바트 시티는 
호바트가 세계의 위대한 소도시들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이어

가도록 지원합니다. 

호바트는 타즈매니아의 
주수도입니다. 

호바트 – 
타즈매니아의 
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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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The current development program is the largest in the City of Hobart’s 
history, providing an exciting future for Tasmania’s capital city.

Recent public investment in Hobart has totalled more than $815 million, 
and private investment, more than $400 million. Investment in the city 
has included hospitals, hotels, retail, education, museums, a cruise ship 
terminal, research facilities, housing, and office space. 

The City of Hobart hosts nearly 80% of all retail employment in the 
south of Tasmania2 and has more than 347,000m2 of office space3 
consolidating its place as a city to do business.

In 2011-12, Tasmania’s imports increased by 3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average national growth in imports was 10%. More 
than 42% of all Tasmanian imports came from Asian markets. 

Hobart has some of the best value property in Australia with A-grade 
office property rental the cheapest in all of Australia’s capital cities. 
Median land prices are also more affordable than all other capital cities 
and less than half the price of land in Sydney. This makes Hobart a very 
cost competitive city in which to establish or expand a business.

The City of Hobart actively supports appropriate development through 
the Major Developments Assistance Policy. This policy allows the 
City of Hobart to assess requests from developers for assistance or 
incentives for major city developments. The City of Hobart encourages 
developments which will provide long term benefits to Hobart through 
a viable mix of businesses within the city that are dynamic, vibrant and 
culturally expressive. 

The City of Hobart will continue to invest in public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commercial sector in keeping Hobart moving.

Hobart is in the midst of 
an investment boom, 

defying wider economic 
trends.

  9

2Eyles, K. & McCall, T. (2013) Hobart and Launcest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asmania’s Major Cities. Institute for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Tasmania.
3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2010) Office Marke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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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발 프로그램은 호바트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가슴 설레
는 호바트의 미래상을 제공합니다.

호바트에서 최근 공공 투자는 총 8억 1천 5백만 달러를 넘었고, 
민간 투자도 4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호바트에서의 투자는 병
원, 호텔, 소매점, 교육, 박물관, 유람선 터미널, 연구 시설, 주택 
및 사무 공간 등을 망라했습니다.

호바트 시티는 타즈매니아 남부 소매점 전체 고용의 거의 80%
를 차지하고2, 347,000m2 이상의 사무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
며3,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
다.

2011-12 회계 연도에서 타즈매니아의 수입(輸入)은 전년도
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수입 성장률은 10%였습
니다. 타즈매니아 전체 수입의 42% 이상이 아시아 시장에서 온 
것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좋은 가격의 부동산 중 일부가 호바트에 있습니
다. 호바트의 A 등급 사무실 부동산 임대료는 모든 주수도 중에
서 가장 저렴합니다. 또한 호바트의 중간 지가는 다른 모든 주수
도 들보다 저렴하며 시드니 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호바트를 사업 설립 또는 확장을 위해 비용 경쟁력이 매
우 좋은 도시로 만듭니다.

호바트 시티는 주요 개발지원정책을 통해서 호바트의 적절한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것은 주요 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업
자의 지원 또는 인센티브 요구를 호바트 시티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호바트 시티는 호바트에 장기적인 유익을 제
공하고 도시내 비즈니스의 상생을 장려하며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으며 문화적 표현이 강한 개발을 권장합니다. 
 
호바트 시티는 호바트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상업 부문을 지원
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호바트는 전반적인 경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투자 붐의 중심
에 서 있습니다. 

투자

2 Eyles, K. & McCall, T. (2013) 호바트와 론스톤: 타즈매니아 주요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지역개발 연구소, 
타즈매니아 대학교.
3 호주 부동산 협의회 (2010) 사무실 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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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Hobart’s workforce is 
engaged in a number 

of thriving key industry 
sectors.

Each day, more than 46,000 people commute into the capital city for 
employ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At around 20% of Hobart’s workforce,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is the city’s largest sector by employment4. The Parliament, ministerial 
offices, and most State Government agency head offices are located 
in Hobart, in addition to many Federal Government departments. This 
signifies Hobart’s importance and prominence as a capital city.

Health Care
The health sector is Hobart’s second largest employment sector. It i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economic activity in the city centre through 
the city-based workforce and medical specialists at the Royal Hobart 
Hospital, and many thousands of patients and visitors who come into 
Hobart for care. Employment in the Health Care field accounts for 16% 
of the city’s workforce5.

Education
There are more than 30 education providers in the city,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asTAFE Vocational Training and the 
University of Tasmania. Hobart hosts the majority of Tasmania’s tertiary 
sector, and is the primary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tarctica and the Southern Ocean
Hobart and is the hub of Australia’s Antarctic program, the home of 
the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and a world centre for many activities 
involving Antarctica and the Southern Ocean. Hobart is the closest port 
to East Antarctica. The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also uses Hobart 
International Airport to provide a summer air link between Hobart and 
Casey Station.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This sector is comprised of many small businesses, complemented by 
a few large organisations. The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sector includes legal, account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technical services fields, making the industry the fifth largest in 
Hobart by employment.

4/5Australian Bureau of Census & Statistics,(2011) Census of People an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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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6,000여명이 직장에 가기 위해 주수도로 통근합니다. 호바트의 
노동인력은 번창하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행정 및 보안
호바트 노동인력의 약 20%에 해당하는 행정 및 보안 부문은 고용을 
기준으로 호바트에서 최대 부문입니다4. 많은 연방정부 부서를 비롯하
여 의회, 행정 사무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 본청이 호바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수도로서 호바트의 중요성과 지
명도를 잘 보여줍니다.   

의료 서비스
의료 부문은 호바트의 두 번째로 큰 고용 부문입니다. 의료 부문은 도
시 기반의 노동인력, 왕립 호바트 병원의 의료 전문인, 그리고 치료를 
위해 호바트로 오는 수많은 환자 및 방문자를 통해 도심의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의료 분야의 고용은 호바트 노동인력의 
16%를 차지합니다5.

교육
호바트에는 초등 및 중등학교, TasTAFE 직업 훈련학교 및 타즈매니
아 대학교를 포함하여 30여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호바트는 타
즈매니아 고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수용하며, 유학생에게는 최우선
의 목적지입니다.

남극 및 남대양
호바트는 호주 남극 프로그램의 허브이고, 호주 남극 부서의 총본산이
며, 남극 및 남대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세계 센터입니다. 호
바트는 동부 남극 대륙 (East Antarctica)과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
다. 호주 남극 부서는 호바트와 카세이 기지 (Casey Station) 사이의 
하계 항공 노선을 제공하기 위해 호바트 국제공항을 이용합니다.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
이 부문은 다수의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며 몇몇 대형 기관의 지지를 
받습니다.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 부문에는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며, 고용을 기준으로 호바

트에서 다섯 번째 규모의 산업을 형성합니다.

호바트의 노동인력은 번창하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
습니다.

산업

4/5 호주 통계청, 20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호바트의 고용 산업

   12

Im
ag

e 
co

ur
te

sy
 o

f S
th

 T
ot

al
 P

ho
to

gr
ap

hi
cs



Hobart’s 
Vision

In 2010, internationally-acclaimed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irm, 
Gehl Architects, were appointed to conduct a study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City of Hobart’s public realm. 

The Gehl report, Hobart 2010 Public Spaces and Public Life – a city 
with people in mind, considered the future for Hobart, with a focus on 
improving movement and engagement in and around the city centre.

As a result of the report, the Inner City Action Plan (ICAP) has been 
developed as a basis for future planning within Hobart’s inner city. 
ICAP is a plan for Hobart now and into the future, and represents the 
first of 15 projects developed from the recommendations in the Gehl 
report which mark the path to Hobart’s exciting future.

ICAP will bring life and energy into Hobart, and the city centre will 
become more people focused. Hobart will be a place with well 
designed public spaces, a pedestrian network that enables smooth 
movement between city destinations, and an urb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cycling as a safe, alternative mode of transport.

Priorities of ICAP include developing the waterfront as a welcoming 
and accessible destination, reinvigorating the city’s shopping and 
nightlife,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precinct, and making inner city 
living a practical and appealing option. 

Our vision for Hobart is to 
achieve a strong, vibrant 

and sustainable city – ‘a city 
with people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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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국제적으로 찬탄 받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 회사인 
Gehl Architects가 호바트의 공공 영역을 증진시킬 방법을 탐
구하는 연구를 시행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Gehl 보고서인 ‘호바트의 2010년 공공 장소 및 공공 생활 –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에서는 호바트의 미래를 고려했으며 시
티 센터 및 그 주위의 활동 및 참여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로 ‘Inner City Action Plan (ICAP)’이 호
바트의 도심지 내의 미래 계획을 위한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
다. ICAP는 호바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플랜입니다. Gehl 보
고서에서는 권장사항을 통해 호바트의 흥미진진한 미래를 향한 
경로가 될 15개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ICAP가 그 프로젝트 중 
첫 번째입니다. 

ICAP는 호바트 시에 생명력과 에너지를 불러 넣을 것이며 시티 
센터는 더욱 사람 중심이 될 것입니다. 호바트는 잘 설계된 공공 
장소, 시티 행선지 간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도로망 그리고 자전거가 안전하고 대안적 교통 방식이 되는 도
시 환경 등으로 어우러진 장소가 될 것입니다. 

ICAP의 우선순위는 해안가를 정겹고 가기 쉬운 행선지로 개발, 
도시의 쇼핑과 야간 생활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기, 교육 지구 강
화, 도심지 생활을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등입
니다.    

호바트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견실하고 역동적이며 지속가능
한 도시 –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호바트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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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Research

More than 29,000 students from 120 countries choose to study at UTAS, 
and the majority of these students are based in Hobart.

The University of Tasmania is ranked amongst the top ten Australian research 
universities and amongst the top 2% of universities worldwide.

The University of Tasmania values both the academic and cultural diversity 
of its students, offering and excellent study environment which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to flourish. The University is small, safe and friendly, 
and allows students plentiful access to teachers and lecturers.

The University offers a comprehensive range of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programs informed by the latest research. UTAS also 
supports a broad and comprehensive research portfolio, while strategically 
focussing on select areas of excellence. The University’s research impact 
is demonstrated through an ongoing commitment to a range of world-
class research institutes and centres, including the Institute for Marine and 
Antarctic Studies, the Menzies Research Institute Tasmania and the Australian 
Maritime College, 

Institute for Marine and Antarctic Studies (IMAS)
The state of the art IMAS facility will provide a research hub for marine,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scientists in Tasmania, located in the heart 
of the Port of Hobart. IMAS will host 290 scientists, students and staff, 
providing for collaborative research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ignificance.

Menzies Research Institute Tasmania
The Menzies Research Institute is an outstanding medical research facility, 
specialising in public health, neurodegenerative diseases and brain injury, 
cardio-metabolic health and disease, cancer, immunology and genetics. The 
facility conducts world-class medical research and trains the next generation 
of medical practitioners. The extraordinary Medical Sciences Precinct also 
houses the Faculty of Health Science and is co-located with the Royal Hobart 
Hospital.

Hobart is also home to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and the national headquarters of the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consolidating Hobart’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gateway to the Antarctic.

Hobart is clearly leading the nation in education and research. In addition, 
more than 55% of all residents in Hobart, aged 15 years or more, possess 
a post-high school qualification. Of those qualified, 63% of Hobart residents 
possess a Bachelor degree or higher, demonstrating Hobart’s position as a 
clever city 6.

6Australian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2011) Census of People and Housing.

The University of Tasmania 
(UTAS) was founded in 

1890, making it the fourth 
oldest university in Australia, 
and one of the “sandston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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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입니다. 120개국의 29,000여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UTAS를 
선택하고, 이들 중 대다수는 호바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타즈매니아 대학교는 호주의 10대 연구 대학교에 올라 있으며, 전세
계 대학교 상위 2%에 속합니다.
 
타즈매니아 대학교는 재학생들의 학술적,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중시
하며, 유학생들이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뛰어난 학습 환경을 제공합
니다. 본 대학교는 규모가 작고 안전하고 친절하며, 학생들이 교원 및 
강사들과 많이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본 대학교는 최신 조사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UTAS는 선정된 탁월한 영
역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한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 포트
폴리오를 지원합니다. 본 대학교 연구의 영향력은 세계 수준의 다양한 
연구소 및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
기에는 몇몇 뛰어난 연구 센터뿐 아니라 해양 및 남극학 연구소, 타즈
매니아 멘지스 연구소 및 호주 해양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 및 남극학 연구소 (IMAS)
최첨단을 달리는 IMAS 시설은 호바트항 중심부에 위치하며, 타즈매
니아 주의 해양, 남극 및 남대양 과학자들에게 연구 허브를 제공할 것
입니다. IMAS는 290명의 과학자, 학생, 및 직원을 거느리고 국내외
적으로 중요한 협력 연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즈매니아 멘지스 연구소
멘지스 연구소는 호바트에 있는 뛰어난 의료 연구 시설이며 전문 분
야는 공공 보건, 신경병성 질환 및 뇌 손상, 심혈관대사 보건 및 질환, 
암, 면역학 및 유전학 등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연구
를 수행하며 차세대 의료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또한 이 특별한 의학 
구역에는 보건학부가 들어와 있으며 왕립 호바트 병원이 함께 자리잡
고 있습니다.

또한 호바트는 연방과학산업연구협회 (CSIRO) 및 호주 남극 부서의 
전국 본부 소재지로서 남극으로 가는 국제적 관문으로서의 지위를 확
고히 하고 있습니다.

호바트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호주를 명백하게 선도하고 있습니
다. 또한 호바트의 전 주민 (15세 이상) 중 55%가 넘는 사람들이 고
등학교 이후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증 소지자 중 
63%의 호바트 주민이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함으로써 
호바트가 학식 있는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6. 

1890년에 설립된 타즈매니아 
대학교 (UTAS)는 호주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이며, ‘석
조건물 대학교들’

교육과 연구 

6호주 통계청, 20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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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Hobart is renowned for 
superb food, fine historic 

architecture, creative arts 
and culture and its proximity 
to the great outdoors. 

Hobart is the capital of Tasmania and Australia’s second oldest city. 
Hobart is also a great destination for accessing nearby attractions, 

including Port Arthur Historic Site and the magnificent Museum of 
Old and New Art (MONA). In 2013, approximately 1 in 6 people are 
employ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tourism industry, which is 
the highest proportion in Australia. Tourism contributes more than $2.2 
billion to the Tasmanian economy annually.

Visitors to Hobart are spoilt for choice for exciting things to see and do 
– whether it’s enjoying the breathtaking scenery, browsing the market 
stalls and boutique shops of Salamanca, or soaking up the atmosphere 
of the many dazzling events the city has to offer. Lonely Planet voted 
Hobart the seventh best city to visit in the world in 2013. No other 
Australian city ranked higher.

In the year to March 2013, Tasmania had more than 931,000 visitors. 
73% of these people visited Hobart, giving Hobart the highest occupancy 
rate of all capital city hotels over the peak visitor season. This figure does 
not include visits by cruise ship passengers.
 
In the 2012/13 cruise ship season, Hobart welcomed 18 ships over 
36 visits, bringing more than 105,000 additional visitors to Hobart. 
Being the second deepest natural harbour in the world, Hobart is the 
perfect destination for cruise ships. The city has recently seen a major 
improvement to the Macquarie Wharf passenger terminal, located just 5 
minutes walk from the city centre, giving passengers, crew and shipping 
agents even greater facilities at their disposal.

Hobart is also a great place to meet. Whether atten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planning an event or meeting a friend for a coffee, Hobart is 
equipped for any gathering. 

Major Festivals and Events
The Taste of Tasmania
Salamanca Market
MONA FOMA and Dark MOFO
Festival of Voices
Ten Days on the Island

Australian Wooden Boat Festival
Falls Festival
Rolex Sydney to Hobart Yacht Race
Tasmanian International Beerfest
Moorilla Hobar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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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또한 호바트는 포트 아서 역사 유적지 및 웅장한 모나 박물관 (MONA)을 포
함하여 인근의 관광명소로 가기 위한 훌륭한 행선지이기도 합니다. 2013년 
대략 6명 중 1명이 직간접적으로 관광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호
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관광 산업은 타즈매니아 경제에 연간 22억 달
러 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바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탄복할만한 경치를 즐기거나, 살라만카 시장의 
매점과 부티크 가게들을 천천히 구경하거나, 도시가 제공하는 휘황찬란한 여
러 이벤트 분위기에 깊이 몰입하는 등 흥미진진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중 무엇
을 고를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Lonely Planet은 2013년에 세계에서 방
문하기 가장 좋은 도시 7위에 호바트를 올려놓았습니다.

2013년 3월까지의 연도에 93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타즈매니아를 찾았습
니다. 이들 중 73%가 호바트를 방문했고, 이로 인해 호바트는 방문 성수기에 
모든 주수도 호텔들 중 가장 높은 객실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유
람선 승객의 방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13 회계 연도 유람선 시즌에, 18척의 유람선이 36회에 걸쳐 호바트를 
방문하여 105,000 명이 넘는 방문객들을 싣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천연 항구 호바트는 유람선을 위한 완벽한 행선지입니다. 호바트는 최근 
도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맥콰이어 부두 승객 터미널을 크게 개선
하여, 승객과 승무원 및 해운업자들이 훨씬 좋은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
게 했습니다.

또한 호바트는 멋진 만남의 장소입니다. 국제 회의에 참석하든 행사 계획을 세
우든 또는 친구와 만나 커피를 한 잔 나누든, 호바트는 모든 모임을 위한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페스티벌 및 행사
 타즈매니아의 별미 (Taste of Tasmania)

 살라만카 시장 (Salamanca Market)

 MONA FOMA 및 Dark MOFO
 보이스 페스티벌 (Festival of Voices)

 섬에서 10일 (Ten Days on the Island)

 호주 나무보트 페스티벌 (Australian Wooden Boat Festival)

 가을 페스티벌 (The Falls Festival)

 롤렉스 시드니 호바트 요트 경주(Rolex Sydney/Hobart Yacht Race)

 타즈매니아 국제 맥주 페스티벌 (Tasmanian International Beerfest)

 무릴라 호바트 테니스 대회 (Moorilla Hobart International)

타즈매니아의 주수도이자 호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 호바트는 최
고의 음식, 세련된 역사적 건축물, 창
의적 예술 및 문화 그리고 접하기 쉬
운 멋진 야외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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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asmanians have 
known for a long 

time how lucky we 
are to live in a place 
that is abundant in 
high quality food. 

The global success of the Tasmanian aquaculture, agriculture and 
viticulture industries is based on the pristine environment. The clean 

water and air and fertile soil delivers plentiful, high quality produce and 
renowned cool climate wines. 

Tasmania is known across the world for its premium food and produce, 
including seafood (such as Atlantic salmon, oysters, abalone and 
crayfish), apples, berries, dairy, beef, lamb, chocolate and vegetables. 
Fresh Tasmanian produce can be easily found at most restaurants in the 
city, at local delicatessens and providores, at the renowned Salamanca 
Market each Saturday, or at food festivals, such as the City of Hobart’s 
own annual Tasmanian food showcase, The Taste of Tasmania.

To complement our fine food, Tasmania also has a reputation for 
producing premium wine, beer, cider and whiskey. Although the 
industry is considered boutique, it regularly achieves international 
accolades for its premium product. Tasmanian produce is in high 
demand. Matched with a higher price per tonne, and lower land costs, 
investing in the Tasmanian food industries is a wise choice.

The export of Tasmanian produce to the international market is one 
of the largest drivers of the local economy, with exports totalling more 
than $330 million annually. With easy access to air and sea transport, 
Tasmania’s agriculture industry is renowned for its ability to supply 
fresh produce to international markets within 48 hours of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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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타즈매니아의 바다 양식, 농업 및 포도 재배 산업의 세계적 성공
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기후와 깨
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비옥한 토양 덕분에 풍부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타즈매니아는 고급 음식으로 전세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
기에는 해산물 (예: 대서양 연어, 굴, 전복 및 바다가재), 사과, 
산딸기 종류, 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초콜릿 및 야채류가 포함
됩니다. 신선한 타즈매니아 생산물은 이 도시 대부분의 레스토
랑이나, 지역 델리샵 및 조달업체, 매주 토요일 유명한 살라만카 
시장, 또는 호바트 시티의 연례 음식 전시회 타즈매니아의 별미 
(The Taste of Tasmania)와 같은 음식 페스티벌에서 쉽게 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즈매니아는 고급 음식의 품격을 더해주는 고급 포도주
와 맥주 및 위스키 생산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비록 주류 산업
이 부티크로 간주되긴 하지만, 고급 주류 제품으로 국제적 수상
의 영예를 자주 누립니다. 타즈매니아 생산품에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높은 톤당 가격과 저렴한 농지 비용을 결합시킨다면, 
타즈매니아 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간 수출물량이 3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타즈매니아 생산물의 
국제 시장 수출은 지역 경제의 최대 동력 중 하나입니다. 용이
한 항공 및 해운 수송 덕분에 타즈매니아 농업은 수확 후 48시
간 이내에 국제 시장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타즈매니아 사람들은 품질 좋은 
식품이 풍부한 이 고장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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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Built on the shores of the Derwent River with an abundance of 
sandstone buildings scattered across the city, and Mount Wellington 

providing a towering backdrop, the City of Hobart is visually 
spectacular. The city also has considerable natural values - over 60% 
of its municipal area is native vegetation - and is recognised as a clean 
and green capital city. The City of Hobart is committed to protecting 
and enhancing these values and encouraging sustainable lifestyles 
across the city.

However, Hobart’s environment is more than just aesthetically pleasing. 
The city uses its natural resources to support its industry. Hobart and 
Tasmania are renowned for premium produce, and the agriculture, 
aquaculture and viticulture industries utilise the area’s clean air, fresh 
water, and temperate climate to deliver high quality products to the 
world.

Water is the state’s primary natural resource. Tasmania receives 13% 
of Australia’s rainfall, yet is only 1% of Australia’s total land mass. This 
allows Tasmanian farmers to plant crops without being concerned with 
irrigation supply issues. 

The City of Hobart has 
a uniqu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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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바트 시티는 독특한 자연 환경 및 건축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
다. 더웬트 강가에 건설되어 시 전체에 산재한 석조 건물이 많
고, 높이 솟은 웰링톤 산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호바트 시티는 
시각적으로 일대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행정 구역의 60% 이
상이 토착 식물로 덮인 호바트 시티는 상당히 큰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깨끗한 녹색 주수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바
트 시티는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호바트 시 전역에 
걸친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호바트의 환경이 심미적으로만 즐거움을 주는데 그치
는 것은 아닙니다. 호바트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 자원을 
이용합니다. 호바트 및 타즈매니아는 고급 농산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농업과 바다 양식 및 포도 재배 산업은 이 지역의 맑은 
공기와 신선한 물 그리고 온화한 기후를 이용하여 고급 제품들
을 세계에 공급합니다.

물은 타즈매니아주의 주요 자연 자원입니다. 타즈매니아는 호
주 전체 면적의 1%에 불과하지만 호주 강수량의 13%를 차지
합니다. 이 강수량 덕분에 타즈매니아 농부들은 농업용수 공급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도 농작물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호바트 시티는 독특한 자연 환
경 및 건축 환경을 갖추고 있
습니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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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호바트 시의회
경제개발 부서 
City of Hobart  
Economic Development Unit
Town Hall, Macquarie Street
GPO Box 503
Hobart TAS
Australia 7001
shortt@hobartcity.com.au
www.hobartcity.com.au 
+61 3 6238 2940

호바트 상공위원회
Hobart Chamber of Commerce Ltd.
PO Box 4607
Bathurst Street
Hobart TAS 7001
rgozzi@netspace.net.au
www.hobartchamberofcommerce.com.au
+61 3 6108 9119

경제개발 관광 예술부
수출 및 투자 마케팅 부서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and the 
Arts Export and Investment Marketing Unit
GPO Box 646
Hobart TAS 7001
investintas@development.tas.gov.au
www.development.tas.gov.au
+61 3 6233 5728

Austrade 호바트
Austrade Hobart
9th Floor, NAB House
86 Collins Street
Hobart TAS 7000
info@austrade.gov.au
www.austrade.gov.au
13 28 78

타즈매니아 상업및산업 위원회
Tasman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PO Box 793
Hobart TAS 7001
admin@tcci.com.au
www.tcci.com.au
+61 3 6236 3600

비즈니스 행사 타즈매니아
Business Events Tasmania
GPO Box 237
Hobart TAS 7001
mail@businesseventstasmania.com.au
www.businesseventstasmania.com.au
+61 3 6224 6852

타즈매니아 여행및정보 센터
Tasmanian Travel and Information Centre
GPO Box 1665
Hobart TAS 7001
bookings@hobarttravelcentre.com.au
www.hobarttravelcentre.com.au
+61 3 6238 4222

타즈매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Tasmania
Private Bag 40
Hobart TAS 7001
www.utas.edu.au
+61 3 6226 2521

호바트 국제공항
Hobart International Airport Pty. Ltd.
Box 1
Strachan Street
Cambridge TAS 7170
info@hiapl.com.au
www.hiapl.com.au
+61 3 6216 1600

타즈매니아 항구 주식회사
Tasmanian Ports Corporation
GPO Box 202
Hobart TAS 7001
hobart@tasports.com.au
www.tasports.com.au
1300 366 742

호주 남극 부서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Channel Highway
Kingston TAS 7050
www.antarctica.gov.au
+61 3 6232 3209

타즈매니아 남극 네트워크
Tasmanian Polar Network
C/- Antarctic Tasmania
GPO Box 646
Hobart TAS 7001
antarctic@development.tas.gov.au
www.tasmanianpolarnetwork.com
+61 3 6233 5493

CSIRO
Locked Bag 10
Clayton South VIC 3169
enquiries@csiro.au 
www.csiro.au 
+61 3 9545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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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신청의 평균 인가 횟수 
및 최대 법정 기간 일수.

주수도 시 토지 가격 중간값

호바트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