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2014) 요약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2014년 5월 29일 PRNewswire=연합뉴스)  

SPIEF 2014 주제: ‘변혁을 겪고 있는 세계에서 자신감 유지’ 

 

다음을 포함해 총 82개의 행사가 개최됐다. 

 

- 대통령 총회 세션 

- 패널 세션 51건 

- 브리핑 6건 

- 아레나 형태로 쌍방향 세션 10건 

- 원탁회의 6건 

- Russia Today, Russia-24, CNN 및 CNBC 채널에서 텔레베이트 4건 

- 워크숍(‘민간 부문 기반시설 자금 운용’) - 2014년에 도입된 새로운 포맷으로, 

참가자들이 6-8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 단위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관중에게 발표하며 투표에 부친다.  

- 사업 조찬 2건 

- ‘리더십 연구: 미래 정의’ 형태로 행사 1건 

 

SPIEF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CEO 정상회담 세션이 3회 개최됐다. 이들 세션은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43-st-petersburg-international-economic-forum 

 

러시아 대통령의 포럼 행사 참여:  

 

- 총회 세션 

- 에너지 클럽 정상회담 연설 

- 국제 에너지 기업 사장들과 만남 

- 일류 국제 기업 CEO 및 회장들과 만남 

-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국제 전문가 협의회 위원들 및 국제 투자 

커뮤니티 대표들과 만남 

- 여러 양자 회담 

 

2014년 중재자 및 연설자 수는 총 527명에 달했다.  

 

사업 및 지식 서비스: 

 

-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두 개의 회의장에서 410개 사업 회의가 열렸다. 

- 웹사이트 및 행사장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 모든 포럼 행사를 중계했다.  

- SPIEF 채널 – 포럼이 열리기 전, 그리고 포럼 기간에 해외와 러시아의 사업 및 

정치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했고, 이들 인터뷰는 웹사이트 및 행사장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다. 2014년 인터뷰 수는 45건에 달했다.  



- 주요 포럼 주제와 세션에 관한 사실, 인포그래픽스 및 분석 등을 제시하는 

Facts for Insight 포털 

- 포럼 참가자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행사장 내 Social 

Walls 

 

숫자로 보는 포럼의 이모저모 

 

미국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SPIEF 2014에는 7천5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주요 외국 기업 사장들 248명과 러시아 기업 사장들 445명이 

포함됐다.  

 

이 중 포브스와 포춘 명단에 오른 해외 기업 CEO 40명과 러시아 기업 CEO 

24명이 포럼 게스트로 참여했다.  

 

참조 문헌:   

 

1. CEO/회장 측면에서 볼 때 SPIEF 2014 참가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 

Telenor Group, Royal Dutch Shell, Philips, Glencore, BP, Total, Eni, Schlumberger, 

Alstom, Fortum Corporation, Danone, Kinross Gold, ABB.  

2. 30개 국제 기업의 CEO가 SPIEF 참가를 거절했으며, 이 중 20명은 지정학적 

상황(이 중 15명이 미국인)을 거절 이유로 밝혔다.  

 

올해 포럼에는 73개국에서 온 219명의 해외 대표단이 참가했다.  

 

SPIEF 2014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해외 기업들 사이에 175개의 계약이 

체결됐다. 그 중 15건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진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그 총 가치는 RUB 4천14억에 달한다.  

 

추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http://www.forumspb.com를 참조한다. 

 

출처: SPI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