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프레지덴셜 멀티 스포츠 클럽 “아스타나”, 아스타나에서 창립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3년 7월일 PRNewswire=연합뉴스) 4일, 아스타나에서 프레지덴셜 

전문 스포츠 클럽 “아스타나”의 공식 발표식이 있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39-new-astana-presidential-professional-sports-club     

 

2012년 말 조직된 프레지덴셜 클럽 “아스타나”는 자체 브랜드 내에 카자흐스탄 최고의 스포츠 

클럽들을 총 망라한다. 여기에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 싸이클링 팀 “Pro Team Astana”, 농구 및 

축구 클럽, 하키 슈퍼클럽 “Barys”, “Astana Dakar Team”, 권투선수 “Astana Arlans”, 수구와 폴로, 

국가 레슬링 발전을 위한 독특한 프로젝트인 “Kazakhstan Barys” 등이 포함된다. “아스타나” 

전문 클럽의 기치 아래 올림픽에서 2회나 우승을 차지한 역도 선수 Ilya Ilyin과 피겨 스케이팅 

세계 챔피언십 메달리스트 Denis Ten도 활약할 예정이다.  

 

“아스타나” PPSK는 스포츠 관리 연합 분야의 최신 경향을 수용하는 현대적인 연합으로,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전 세계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다기능 스포츠 클럽의 사례는 많다. 그 중 거대 스포츠 

클럽으로 레알 마드리드, CSKA 모스크바 및 바르셀로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전설적인 포르투갈 축구선수 루이스 피구가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FIFA(2001)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선정한 루이스 피구 선수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같은 클럽에서 

뛰었다. 이날 행사에는 또한 “바이에른 뮌헨”의 뛰어난 독일 축구 골키퍼인 올리버 칸 선수도 

참여했다.  

 

루이스 피구 선수는 아스타나 클럽이 카자흐스탄의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올리버 칸 선수는 프레지덴셜 클럽 “아스타나” 회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매 경기마다 

전력을 다해 싸워야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경기에서 우승할 때마다 

팬들이 기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스포츠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마케팅 이사이자 Payne Sports Media Strategies SA의 대표이사인 Michael 

Payne은 이 프로젝트를 높이 인정하고, 국제 무대에서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아스타나” 클럽 운동선수들은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워싱턴 캐피탈” NHL 클럽 포워드 

알렉산더 오베츠킨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스포츠 발전에 있어 정부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정적 안정감은 프레지덴셜 클럽 “아스타나”의 역량과 자립성을 높이고, 

이 클럽이 앞으로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 클럽의 입안자로서 “아스타나” 

클럽 명예 회장에 임명됐다.  

 

이날 발표식에는 30명이 넘는 카자흐스탄 올림픽 챔피언, 국제 스포츠 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클럽 관리자와 후원자, 국가 지도층 등이 참가자와 귀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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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7172-55-40-99 

이메일: a.makhmetov@s-k.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