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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3년 5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4월 25-26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제11회 연례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Eurasian Media Forum, EAMF)이 개최됐다. 

올해 포럼은 지역 및 동양-서양 대화를 위한 주도적인 플랫폼으로서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56-eurasian-media-forum-astana-kazakhstan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46개국에서 온 약 600명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면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은 미디어에 관한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국제적 이해와 유라시아 

통합에 독특하게 기여하고 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이 현재 

주도적인 지역 대화 플랫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에도 저명한 정치인, 경제학자, 사업가 및 

언론인들이 참가했다. 약 350개의 국제 대중 매체들이 올해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에 대해 

보도했다.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에 대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의견은 동양과 서양에서 온 

수많은 참가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러시아 Channel One TV 진행자인 Maxim Shevchenko는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이 가장 중요한 지성과 정치 행사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미국 퓰리처 상을 

수상한 언론인 Roy Gutman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 포럼에 참가하고, 이 포럼의 가치는 국제적인 

교류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구성과 같은 지역 사안 논의에 있다고 말했다.  

 

제11회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에서는 Hooshang Amirahmadi 이란 대통령 후보, Mokhammad 

YahyaMaroof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공사-참사, Bulent Kenes 터키 신문 Today Zaman 편집장, 

Nurlan Kapparov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장관, Theodoros Pangalos 전 그리스 국무총리, 

George Galloway 영국 국회의원 등 저명한 인사들을 포함해 여러 기타 

인사들[http://eamedia.org/en/speakers/ ]이 연설했다. 

 

유명한 알 자지라 인터내셔널 TV 진행자이자 제작자인 Riz Khan이 제11회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에서도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  

 

이틀 동안[http://eamedia.org/en/programms/ ] 6개 세션에 걸쳐 사안들을 논의했다. 처음 두 

세션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의 불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곧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이 

종료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NATO와 미군이 계획대로 이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 자지라 인터내셔널(영국)의 시니어 TV 진행자인 

Stephen Cole이 세션 사회를 맡았고, Mokhammad YahyaMaroof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공사-

참사, Hooshang Amirahmadi 이란 대통령 후보, Maxim Shevchenko 러시아 TV 진행자 및 여러 

전문가들이 세션에 참가했다.  

 

올해 포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로는 카자흐스탄의 엑스포-2017 주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C) 결성이었다. Kairat Kelimbetov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EEC 회원국들이 바라는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Theodoros Pangalos 전 

그리스 국무총리가 그리스의 유럽연합 멤버십을 바탕으로 일련의 권고를 제시했다. 

 

포럼 둘째 날에는 A급 국제 언론인들이 통렬한 연설을 했다. Russia Today의 TV 진행자인 

Alexander Gurnov(러시아), 미국 작가이자 언론인인 Greg Palast, 영국 언론인인 Julian 

Nundy 등이 정보 보안과 미디어 혁신에 대해 연설했다. 

 

포럼 조직위원회 의장인 Dr. Dariga Nazarbayeva가 제11회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 폐막식에서 

마무리 연설을 했다. Dr. Nazarbayeva는 포럼 참가자들과 귀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후, 

제12회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은 2014년 4월 24-25일 아스타나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제11회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 조직위와 참가자들은 운영 효율성, 다양한 토론 및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의견을 교환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제11회 유라시아 미디어 포럼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