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님 신축년 인사말씀 (2021. 01. 05)

존경하는 회원님과 임직원 여러분!

(Honorable members)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걷고 있지만, 2021년 신축년 새해에

는 우리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많은 위기들도 잘 이

겨내 왔던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It's a difficult time due to covid-19 but we hope that the New Year 

2021 will be a hopeful year for everyone to get out of this crisis.)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AKEDA에서도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코

로나로 인해 진행중이던 해외사업들은 화상회의와 컨프런스 콜 등 비 대면 회

의로 이 위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There were also many changes and difficulties in AKEDA last year. We 

are preparing for non-face-to-face meetings on overseas projects so 

that we can proceed with the projects as soon as this crisis over. )

또한, AKEDA에서 국내 진단키트 회사의 협조를 받아 아프리카와 유럽의 일

부 국가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공급하였고, 지금도 여러

회원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AKEDA supplied diagnosis kits and masks to some 

countries in Africa and Europe with the cooperation from domest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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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우리 일상 생활들이 많은 제약과 힘든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직전 연말(12월21일~28일)에 카자흐스탄 경제인 5명이 산업자원부, 외교통

상부, 질병관리청의 협조와 철저한 방역 수칙에 따르고 AKEDA에서

KIGAM(한국지질자원연구원), KMIA(한국광업협회)와 함께 니켈과 희귀금속

(희토류) 등의 중요 광물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니켈 보유량을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의 교두보를 선점하는 결

과이고 아울러 세계 1,2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ESS(베터리) 기술과 기술을

원천으로 하는 자원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At the end of last year (December 21-28), we signed a contract with 

Kazakhstan, KIGAM, and KMIA to secure important minerals such as 

nickel and rare metals. Through the signing of Kazakhstan, which 

boasts the world's largest nickel reserves, it will contribute a lot to 

securing resources based on Korea's ESS (battery) technology.)

신축년에도 AKEDA는 계획중인 모든 과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직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모두 잘 극복해서 건

강하고 행복한 일들과 백신과 치료약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항상 웃는 일들

만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In the new year, AKEDA promises to do our best to ensure that all of 

the work planned goes well. We wish all of us to overcome the difficult 

COVID-19 well and filled with happiness.)

회장 권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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