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회원국들을 위한 국제 금융과 경제 위기의 장기적인 결과 극복 시안의 쌍방향 진척 상태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4 년 3월 25 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19 일, G-
Global 정보-통신 플랫폼은 2014 년 5 월 21-23 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제 2회 세계반위기컨퍼런스(World Anti-Crisis Conference)에 대비해 “UN 
회원국들을 위한 국제 금융과 경제 위기의 장기적인 결과 극복 시안”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Renovating Bretton Woods 위원회 의장 Mark Uzan 이 국제 
전문가들과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온라인 회의의 사회를 담당했다. 참가자들은 
그 동안 국제 전문가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작업해온 ‘UN 회원국들을 위한 국제 금융과 
경제 위기의 장기적인 결과 극복 통합 시안(시안)’에 합의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5-g-global-info-communicative-platform-
draft-plan 
 
이 시안의 목적은 세계 금융-경제 구조를 위해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정된 정책과 
개혁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직위는 국제 전문가들에게 이 통합 시안을 검토하고, 2014 년 
4 월 18 일까지 권장 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www.group-
global.org/ru/page/view/515  
 
국제적 과제에는 국제적 실행이 필요하다 – 여러분의 기여를 기다립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안은 경제 및 금융 불황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조치 
마련, 미래 경제 및 금융 불황 방지 및 균형잡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G-
Global 정보-통신 플랫폼은 올해 7 월 1 일부터 이 시안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회를 
열어왔다. 그 동안 국제 기관, 연구 센터 및 금융 기관의 전문가들, NGO, 사업 
커뮤니티와 학회, 정치인 및 공공 운동가를 포함하는 G-Global 포탈 사용자들은 1 만 3 천 
건이 넘는 연구 논문과 보고서, 4 만 5 천 건에 달하는 전문가 검토와 논평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300 건이 넘는 화상 회의를 하며 효과적인 시안 작성에 기여했다. 온라인 회의는 
시안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사 중 하나가 됐다.  
 
UN 회원국들을 위한 이 시안은 2014 년 5 월 21-23 일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제 2회 
세계반위기컨퍼런스(World Anti-Crisis Conference, WAC)에서 UN 총회(2013 년 12 월 
20 일 결의안 A/RES/68/201 “국제 금융 제도와 발전”)의 지지를 받아 채택될 예정이다.  
 
문의처: 
 
EECSA Media Coordinator 
Dodesheva Aigerim: 
전화: +7(7172)70-18-12 
이메일: a.dodesheva@astanaforum.org 
 
출처: Eurasian Economic Club of Scientists Association 
 
 
 
Interactive Progress on Draft Plan for Overcoming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for UN Member States 
 
ASTANA, Kazakhstan, March 25, 2014/PRNewswire/ -- The G-Global info-
communicative platform hosted an online conference on the 19th of March 
on the theme "Draft Plan for overcoming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for UN Member States" in preparation 
for the second World Anti-Crisis Conference to be held in the Kazakhstan 



capital, Astana, on 21-23 May 2014. Mark Uzan, director of the Renovating 
Bretton Woods Committee, moderated the online-conference in which 
international and Kazakhstan experts participated.  They reached 
agreement on a consolidated draft Plan for overcoming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for UN Member 
States (Plan) on which the international expert community has been 
actively working. 
 
To view the Multimedia News Release, please click: 
http://www.multivu.com/mnr/7140055-g-global-info-communicative-platform-
draft-plan  
 
The objective of the Plan is to create an effective and globally 
coordinated policy and reform of the world financial-economic 
architecture.  The organizers issued an invitation to international 
experts to view the consolidated draft Plan and add recommendations by 18 
April 182014 on: http://www.group-global.org/ru/page/view/515  
 
Global challenges call for global actions - we are hoping for your 
contributions!  
 
The Plan,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is aimed at development of 
effective measures against economic and financial recessions, their 
prevention in the future and provision of long-term balanced economic 
growth. The G-Global info-communicative platform has been hosting active 
discussions on Plan since 1 July 2013. Within this timeframe, users of 
the G-Global portal, among them expe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 cent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GO's, business community 
and science, politicians and public activists, have published over 13,000 
research papers and reports, 45,000 expert reviews and commentaries, as 
well as over 300 video-conferences, all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Plan. The online conference became one of the key 
events in the discussion of the Plan.     
 
The draft of the Plan for UN member countries is planned for adoption at 
the II World Anti-Crisis Conference (WAC) to be held with the support of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S/68/201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development" dated 20.12.2013) on 21-23 May 2014 in 
Astana. 
 
Contact details: 
 
EECSA Media Coordinator 
Dodesheva Aigerim: 
Tel.: +7(7172)70-18-12 
e-mail: a.dodesheva@astanaforum.org 
 
Source: Eurasian Economic Club of Scientists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