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방산 제조의 강점
–경
 비정과 고속정을 포함한 해군
함정, 그 부품들과 선내 시스템
–부
 품 제조와 교체를 포함한
가스 터빈, 제트엔진 및 탱크
엔진의 유지
–야
 간투시경과 전투 보호 제품을
포함한 특수 군사 용품
–장
 갑차량과 유리 섬유 폭발
보호 장치와 견고한 서스펜션과
같은 부속품들

방위 산업
호주는 호주의 국방력을 위해 탄력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위
산업 본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 Force Structure Plan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 27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산 제조 우선순위 로드맵 (Defence National Manufacturing
Priority road map)은 아래와 같이 국방 제조 분야의 규모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 상업화 기회 증가
– 기업이 새로운 분야 또는 시장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역량과 전문성의 집약

4,000개가 넘는 방위 산업
사업체가 30,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제조된 국방 및
항공 우주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45%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상위 방위산업 수출시장:
미국, 영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캐나다

파트너십 및 자금 조달
우리는 산업, 학계 및 정부 간의 파트너십 기회를 창출하여 아래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방위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기금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und)으로부터 12억 호주 달러와 국방 혁신 허브 (Defence
Innovation Hub)로부터 8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 센서와 분석

– 첨가제 제조

– 고급 재료

– 증강 및 가상 현실

– 로봇공학과 자동화

기타 지원
방위 산업 역량 센터 (Centre for
Defence Industry Capability) 는
파트너십, 보조금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호주 기업들이 방위 분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 방산 수출 진흥회 (Australian
Defence Export Advocate)는 방산
수출 전략 실행과 해외 시장의 호주
산업 지지자들을 지원합니다.
자격이 되는 방위 제조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공동 자금은 13억
호주 달러 Modern Manufacturing
Initiative (MMI)의 제조 개혁
(translation) 및 통합 (integration)
부문을 통해 제공됩니다.

태스크포스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속심사 (Fast track) 비자
–기
 업 임원, 핵심 직원 및 그들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
– 영주권 발급의 확실성
–호
 주에서의 성공적 시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자문
–산
 업계와 전문 네트워크와의
연계

www.globalaustralia.gov.au
info@globalaustralia.gov.au
www.linkedin.com/company/globalaustr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