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언론 보도 주요 내용
2017. 6. 21 [수)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분 야

내

용

주요인사 동향
o 사긴타예프 총리, 6.21(수) 카 에너지부 및 투개부 산하 지질위원회와‘유라시아’국제 프로젝트
잠재참여회사간 MOU 체결식 참석
- 카스피해‘유라시아’프로젝트 국제 컨소시엄 구성. 카스피해 연안 분지 하층토 공동 연구 계획

대외
관계

※ LLP "KMG Eurasia", Agir Sasrіap Sea V.V., LLC "RN-Exploration", CNPC international,
SOKAR, NEOS Geosolutions 등으로 구성

o 사긴타예프 총리, 6.21(수) 제30차 외국인 투자협의회 회의 앞두고, 존슨 쉐브론社 부사장 면담
- 텡기즈 유전 확장안 및 제3차 카자흐 현대화 일환 석유가스 부문 기술 현대화 방안 등 논의
정무이슈/동향
o <Kapital.kz> 6.16(금)부터 중국관에서‘아름다운 베이징, 엑스포에서 빛나다’주제로 베이징 주간
개막. 개막식 후 사진 전시회, 전통음악 연주회, 리셉션 등 개최
정무이슈/동향

o‘나’대통령, 6.20(화) 카자흐 방문한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엑스포 주제관 및 국가관 방문
o‘나’대통령, 6.20(화) 사회보장시스템 개선에 관한 법 서명 (연금 및 신생아 보조금 인상)
- 연금: 올해 초 9% 인상, 7.1부터 11% 추가 인상 예정 (금년 들어 총 20% 인상)
- 신생아 보조금: 올해 초 7% 인상, 7.1부터 20% 추가 인상 예정 (금년 들어 총 27% 인상)
o 니그마툴린 하원의장, 6.20(화) 김대식 대사 면담. 양국 의회 협력 등 양국 협력 발전 방안 논의
o 6.20(화) 아스타나 국제공항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 총리령 발표
- 니그마툴린 하원의장, 6.21(수) 하원 본회의에 앞서“‘나’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혁의 주창자이자, 독립국가 카자흐 모델을 구축한 실제 건축가”라고 대통령의 업적 강조하며,
국내
전 국민이 축하할 일이며, 좋은 소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언급
정세
- 카린‘Kazakhstan’국영방송사 사장“공항명칭 변경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올바른 선택”
o 아바예프 정보통신부장관, 6.21(수) 대국민 부처 활동보고회 개최
- 최근 엑스포 비난글 게재한 <Foreign policy> 사이트 차단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일축
※ <Foreign policy>는 “레이저도 쏘지 못하는 죽음의 별(Death Star – 구형의 엑스포 주제관 의미)
에 50억 불 쏟아 부어” 제하로 엑스포에 국가 예산 낭비했다는 내용의 비판 글 게재

o 알리야 나자르바예바(대통령 막내딸), 6.20(화) 뉴욕 유라시아 영화제에서‘어머니에게 가는 길’
영화로“영화 속 유라시아 여성들(Eurasian Women in Cinema)”상 수상
o <Kapital.kz> 6.21(수) 전일 대비 텡게 가치 하락해 1$당 326.15 텡게 기록
- 11시 한 때 아스타나 환전소는 331텡게, 알마티 환전소는 329텡게까지 오름
한국 관련 기사

기타 o 韓 유니버셜발레단, 6.26-27간 아스타나 오페라 발레 극장에서‘This is modern’공연 예정
-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행사 중 하나인‘유라시안 댄스 페스티벌’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