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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츠 아키오 이사장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질서와 세계평화는 무엇일까 ?

기업저널
대사관동정

究

오 이사장에게,
조만간
講을

포럼이 일본의
및
및
에 대한
할 방침이다.

인

究 코마츠 아키
. 關係
關係등에 대해

9일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의 방한 기간중,
기교류및
포럼과의 國내에서의
기교류 아키오 이사장과
國내에서의
논의 한다는 것.
한편,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은 일본 시마네
기업인으로, 그동안 경영인들의 나눔과
)를
해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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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세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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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존중하고 신봉하는 몇 안되는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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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L Forum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
Korea-based corporated body
authoriz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announced July 9
that they plan to offer an
opportunity for Mr. Komatsu
Akio, the Director of
Human.Nature & Science
Institute to give a special lecture
in Seoul, which focusing on 'how
to get the peace of the Far East
and even world peace'.
According to the person
concerned, Forum will deeply
discuss about the ide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ll the process of regular
exchange of bilateral parties
during Akio's staying in Korea.
"Besides, we will consider a
joint-press conference with him in Seoul for domestic as well as
local reporters" They added.
Meanwhile, Mr. Komatsu Akio was a founder of Komatsu Electoric
Corp in Japan, and he's comparatively well-known in Korea
because of his philosophy on 'World Peace' with share and social
servic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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