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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3년 1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Samruk-Kazyna가 

석유화학, 수력과 화력발전, 재생과 대체 에너지, 엔지니어링 및 제약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협력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Samruk-Kazyna는 카자흐스탄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이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주된 수단은 국가 경제 다각화와 

혁신적인 발전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682-kazakhstan-wealth-fund-expands-horizons 

 

현재까지 Samruk-Kazyna는 비상 구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왔으며, 

자회사를 둔 유능한 지주회사이자 균형이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라 할 수 있다.  

 

Samruk-Kazyna는 산업과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 500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석유와 가스, 광산, 화학, 운송과 통신, 전기 및 은행 같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핵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 푸어는 카자흐스탄 Samruk-Kazyna 펀드의 장기 

신용 등급을 작년 “BBB”에서 올해는 예측가능한 “BBB+”로 상향조정했다.  

 

2급 은행을 제외한 Samruk-Kazyna의 2012년 통합 순소득은 46억 달러 

이상이었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 10.6%였다.  

 

현재 Samruk-Kazyna는 투자 정책을 실행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고민하는 활동적인 사업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국가 자산은 국제 시장에서 

성공적인 참가자라 할 수 있다.  

 

Samruk-Kazyna는 카자흐스탄 경제 현대화와 다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새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Samruk-Kazyna의 총 투자 



프로그램은 1천10억 달러 규모 157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그 중 540억 

달러 규모 74개 투자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화가 외부 자금을 포함하여 장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없다.  

 

Samruk-Kazyna가 감독하는 Oil & Gas Company KazMunayGas와 Atomic 

Company Kazatomprom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영 기업들 중 일부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나머지 국영 기업들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의 높은 잠재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부문은 20년 동안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돼왔다. 

  

Samruk-Kazyna는 또한 석유화학, 수력과 화력발전, 재생과 대체 에너지, 

엔지니어링과 제약 부문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협력 잠재력을 열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투자 대상지로 선정되는 이유로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들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중국, 유럽,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주요 시장을 연계하고, 중앙 아시아와 페르시아 만 국가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킨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특징이다.  

 

Samruk-Kazyna. 미래에 대한 자신감! 

 

"Samruk-Kazyna" JSC  

 

http://www.sk.kz 

 

출처: Samruk-Kaz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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