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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2 년 4 월 30 일 PRNewswire=연합뉴스) 국제 

변혁이라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개발의 과제와 관점을 다루는 제 5 회 아스타나 

경제포럼(Astana Economic Forum, AEF)[http://www.aef.kz/ ] 이 2012 년 

5 월 22-24 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3809-astana-economic-forum-kazakhstan 

 

포럼 참가자들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전 독일 연방 총리 Horst Kohler, 카타르 총리 Sheikh Hamad bin 

Jassim bin Jaber al-Thani, 터키 총리 Recep Tayyip Erdogan, 그루지야 

총리 Gilayri Nicoloz Zyrabovich, 25 명의 전현직 장관들, 40 명의 국제 

조직, 기업 및 사업체 대표들 및 12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우리 시대 저명 

사상가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독점적인 행사 중 하나인 “지도자들의 대화: 새로운 금융과 

경제정책”에서는 경제, 사업, 정치 및 대중매체 부문 최고 고참들이 국제 개발 

사안에 대해 쌍방향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http://aef.kz/en/program/ ]에서는 80 개 이상 국가에서 온 

5,000 명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열리는 35 개 행사에 참가하여 통합 과정, 

국가별 사회경제적 정책, 관광업 부문, 지적재산 보호, 국제 에너지와 생태 전략, 

투자 유치 및 혁신 실행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주요 결과는 세계 경제 개선과 개발을 위한 제안을 담은 공개 서한 형태로 

G-20 국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G-8, G-20,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유엔 및 OECD 조직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누구나 G-20 국가를 위한 제안을 낼 수 있다. 일단 www.g-global.aef.kz 로 

들어가서 대화 플랫폼인 «G-Global»[http://g-global.aef.kz/en/ ]과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전 세계를 위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찾는데 일조할 참가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시작한 국제 가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제 5 회 아스타나 경제포럼 프로그램, 확정된 연설자 명단 및 포럼 등록에 관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aef.kz 를 참조한다.  

 

제 5 회 아스타나 경제포럼의 조직자 및 공동조직자는 다음과 같다. 



Association “Eurasian Economic Club of 

Scientists”[http://www.eecsa.kz/ ], 카자흐스탄 장관 14 명,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National Wealth Fund “Samruk-Kazyna”,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inventing Bretton-Woods 위원회, Madrid Club, 

Russia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등 다수. 이번 포럼의 매체 지원은 

Media Agency Success K 가 담당한다. 

 

참조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한다. 

Eurasian Economic Club of Scientists Association 

Astana, Republic of Kazakhstan 

전화: +7 7172 70 18 12 

이메일: media@aef.kz  

 

등록 및 승인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한다. 

Media Agency Success K 

Astana, Republic of Kazakhstan 

전화: +7 7172 48 20 26 

이메일: aef2012@media-agency.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