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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아제르바이잔 국제정보통신박람회(Bakutel 2013)은 Bakutel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프로젝트인 ‘ICT 의 

해’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55-bakutel-celebrates-azerbaijan-year-of-ict   

 

Bakutel 2013 은 다음달 2일부터 5 일까지 바쿠 엑스포센터에서 열리며, 25개국 이상에서 약 

300 개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스페인, 캐나다 및 프랑스를 포함해 15개 국가가 국가별 

스탠드에서 자국의 기술을 선보이고,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및 미국에서 온 단체들이 사상 

처음으로 Bakutel 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 외 아제르바이잔 통신사, 인터넷 제공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및 유명 브랜드 유통업체들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Bakutel 2013 에서는 또한 범유라시아 정보 슈퍼하이웨이(Trans-

Eurasian Information Superhighway, TASIM), 아제르바이잔 우주산업 및 정보기술단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별 전시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특별 발표존과 ‘아제르바이잔 국가 

창업지원’에 관한 회의를 통해 신규사업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Bakutel 2013 은 아제르바이잔 세계가상회의를 포함해,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활동과 

행사의 질과 수는 물론, 규모 측면에서도 굉장한 박람회가 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TASIM 컨소시엄 내 통신사들을 위한 연례 포럼, 아제르바이잔-US ICT 포럼, ‘지식 기반 경제 

개발’에 관한 UN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의 SPECA 프로젝트팀 회의, 공공과 민간 

ICT 부문 간 파트너십에 관한 전문가들을 위한 센터 설립 행사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Bakutel 과 그에 수반되는 사업 프로그램은 사업 포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 행사를 통해 국제 산업 기관들과 다양한 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제르바이잔 통신정보기술부는 수년 동안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며 Bakutel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Bakutel 은 ITE Group 자회사 Iteca Caspian LLC가 조직한다.  
 

편집자 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올해를 정보통신기술의 해로 지정하고, ‘ICT 의 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Bakutel 2013 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이 ICT 

부문에서 거둔 성과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Bakutel 2013 에 수반해 시행되는 사업 프로그램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 및 전시업체들을 위해 다양한 놀라운 요소들, 대회 및 경품을 준비해놓고 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레이저쇼와 특별 게임존도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Titan 이 Bakutel을 찾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Bakutel 의 국제적 명성은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통신 분야 지역 영연방회의와 같은 국제 

산업 협회들의 지원은 물론, UFI ‘공인 행사’ 지위 획득으로 확인할 수 있다. Bakutel 2013 의 

총 후원업체는 Bakutel 의 장기 전시업체 HP 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bakutel.az 에서 조회하 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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