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아스타나 경제포럼, “세계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5 년 7월 2 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전문가 대화 플랫폼 중 하나다. 2015 년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전통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됐으며, 약 100 개국에서 5 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 정부 수장, 주요 국제 기업, 주요 경제 및 금융 전문가와 노벨 수상자들이 모여 
국제 안건에서 가장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567851-astana-economic-forum/ 
 
올해 아스타나 경제포럼의 주제는 세계 경제의 현 우선순위를 반영해 “기반시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선정됐다. 이틀 동안 약 30 건의 다양한 세션 열려 이 주제를 
다뤘다.  
 
전 IMF 수석 경제학자이자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Kenneth Rogoff 는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가장 중요한 경제 회의 중 하나”라며, “여러 해 동안 이에 대한 글만 읽다가 
이번에 마침내 참가하게 돼 큰 영광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현재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바로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는 “기반시설에 대한 자본 효율적인 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회, “카자흐스탄 투자”에 관한 투자 포럼, 유럽과 아시아 포럼, 통합 
개발 벡터, 실크로드 부활 및 도시 포럼 같은 주요 활동이 전개됐다. 
 
국제연합개발계획 관리자 Helen Clark 은 카자흐스탄이 국제 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누를리 졸(Nurly Zhol) 경제정책과 작년 대통령이 
공개한 관련 기반시설 개발계획(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을 통해 
탄력회복성을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대학 교수 Nouriel Roubini 는 현재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및 부정적 경향을 언급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여러 건의 주요 계약과 협정은 물론 제안서와 지침 공문이 체결됐다.  
 
2015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역사의 한 자락으로 남게 됐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참가자들이 내놓은 결과물,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은 지역 내 모든 인구의 웰빙에 기여하고,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2016 아스타나 경제포럼에 관한 정보는 포럼 공식 웹사이트 http://forum-
astana.org/en/에 게재될 예정이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514/743719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7567851-astana-economic-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