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2016 아스타나 경제포럼, 새로운 경제 현실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6년 5월 25일 PRNewswire=연합뉴스) 2016 아스타나 

경제포럼(Astana Economic Forum, AEF)이 이달 25일과 26일의 이틀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 ‘새로운 경제 현실: 다각화, 혁신 그리고 

지식경제’는 새로운 경제 현실의 부각과 지정학, 경제 및 금융제도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국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847451-astana-economic-forum-new-

economic-reality/ 

 

올해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JSC ‘경제연구소’, CF ‘카자흐스탄 

경제 프로젝트 펀드’가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 경제’, ‘경제 다각화’, ‘혁신과 기술’, ‘지식경제’ 등과 같은 네 

가지 소주제를 바탕으로 20가지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유명 정치인, 국제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국제 단체장 및 영향력 

있는 매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IMF 상무이사 Christine Lagarde 가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으며, 24일에는 IMF 

지역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2016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국제 에너지 발전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펼칠 ‘미래 에너지: 국제 경향과 기술’ 세션, 브렌트 우즈 협정 재발견 위원회가 여는 

‘초세계화의 종말’ 세션 국제 경제매거진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개최하는 ‘카자흐스탄 

투자 정상회담’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막을 올린다. 
 

26일에는 국제 금융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공동 개최하는 카자흐스탄 민영화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포럼 안건에 도입된 새로운 항목이 이 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26일에는 ‘지역 씽크탱크 

정상회담’과 ‘대 실크로드 국가’ 세션도 열린다.  
 

2016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총회로 막을 내린다. 올해 총회는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중앙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총회 개회를 알리고, 유명 

전문가, 정치인, 최대 금융기관과 국제단체 대표 및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예정자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알리바바 그룹 설립자 Jack Ma, EBRD 회장 Suma 

Chakrabarti, 컬럼비아대학 지구연구소 소장이자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Jeffrey Sachs, MIT 경제학 교수 Daron Acemoglu, 

WTO 회장 Roberto Azevedo 등이 있다. 
 

아스타나 경제포럼 파트너: 유엔, OECD, 세계은행, IMF, EBRD, ADB, 보아오 포럼 

아시아 사무국 등 
 

일반 문의나 아스타나 경제포럼에 관한 추가 정보는 pr-media@forum-astana.org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http://forum-astana.org 를 방문한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524/371357 ) 
 

출처: 아스타나 경제포럼(Astana Economic 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