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5 월에월에월에월에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제제제제 6 회회회회 아스타나아스타나아스타나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경제포럼에서경제포럼에서경제포럼에서 세계세계세계세계 반위기반위기반위기반위기 회의회의회의회의 개최개최개최개최 환영환영환영환영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3 년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5 월 22-24 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제 6 회 아스타나 경제포럼[http://www.aef.kz/en/ ]이 개최된다. 주요 포럼 

주관자인 유라시아 경제학자 클럽(Eurasian Economic Club of Scientists Association)에 

따르면, 올해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기타 유명 인사들이 참가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52-UN-anti-crisis-conference-astana-economic-forum 

 

제 6회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국제 헤드라인을 장식할 잠재력이 있는 행사 속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로 유엔이 승인한 국제금융위기회의다.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은 세계 반위기 회의(World Anti-Crisis Conference)다.  
 

유엔총회 의장인 Vuk Jeremic 이 세계 반위기 회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반위기 회의는 계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 부사무국장인 Wu Hongbo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회 아스타나 경제포럼 및 세계 반위기 회의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명사들 중에는 요르단의 엘 

하산 빈 탈랄 왕자, Nikola Gruevski 마케도니아 국무총리, Tigran Sargsyan 아르메니아 

국무총리, Romano Prodi 전 이탈리아 국무총리, Wim Kok 전 네덜란드 국무총리, 보아오 포럼 

사무총장 Zhou Wenzhong,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국장 Noeleen Heyzer 및 

브레튼우즈협정 재발견 위원회 대표이사 등 노벨상 수상자 10 명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확정된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현직 및 전직 정부 장관 35 명과 국제 조직, 법인 및 기업 

지도자 40 명 이상이 포함돼 있다.  
 

제 6회 아스타나 경제포럼 및 세계 반위기 회의에는 100개국에서 8 천 500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포럼 역사상 신기록에 해당한다.  
 

올해 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1. 2013 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과 원자재 가격 

2. 기반시설과 혁신 기술 

3.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4. 경제 성장의 사회적 함의 

5. 금융 시스템: 국제 위험과 경제 위기 예방법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G-20 에 제출할 권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목록에서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세계 경제를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권고를 담은 서한을 G-8 및 G-20 국가,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유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낼 예정이다.  
 

권고 과정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G-Global 웹사이트 http://www.group-

global.org 에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 링크, 세션과 연설자 일정, 최신 포럼 소식과 매체 파트너 지침 및 호텔 예약 정보를 포함해 

아스타나 경제포럼 및 세계 반위기 회의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astanaforum.org 를 참조한다. 아스타나 경제포럼 및 세계 반위기 회의 등록 

마감일은 5 월 15일이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추가 정보 및 지원을 자유롭게 문의하도록 한다. 
 

등록 및 승인: 
Maral Bakhtiyarova 

maral.rahimjanova@gmail.com 

media@astanaforum.org 

+7(7172)701791 

 

매체 파트너십: 
Aliya Berdieva 

pr@astanaforum.org 

+ 7(7172)241430 

 

독점 인터뷰 및 TV 토론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Dinara Karshalova 

d.karshalova@astanaforum.org 

+ 7(7172)579918 

 

호텔 예약: 
Aldi Kaparova 

a.kaparova@astanaforum.org  

+7(7172)70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