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rukKazyna 기업 혁신, 6년 내 카자흐스탄 소득 $110억 증가 목표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4 년 10 월 7 일 PRNewswire=연합뉴스) 총 가치가 
$1,000 억에 달하는 주요 전략적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 
SamrukKazyna 가 투자 및 자산 관리 접근법을 포함해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59-samruk-kazyna-corporate-
kazakhstan/  
 
곧 SamrukKazyna 의 모든 기업에 새로운 관리 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2014 년 초에 
다각화된 운송 홀딩 Kazakhstan TemirZholy, 석유와 가스기업 KazMunaiGaz, 우편 
서비스 운영업체 KazPochta 등의 세 시범 기업에서 사업과정 개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2017 년까지 운영비를 20% 감축하고, SamrukKazyna 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112 억 달러 이상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혁 프로그램은 2014 년 10 월 6 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SamrukKazyna 변혁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변혁 프로그램은 사업과정 최적화 외에도 외부 투자자 유치, 비핵심 자산 판매 및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비롯해, SamrukKazyna 운영의 전반적인 개편과 능률화를 구상한다. 
그에 따라 2017 년까지 SamrukKazyna 가 관리하는 기업 수는 현재 600 개에서 300 개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 및 중기적으로 KEGOC, Samruk-Energo, 
Kazakhstan TemirZholy 및 KazAtomProm 등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이 IPO 를 할 
예정이다.  
 
SamrukKazyna 의 변혁 프로그램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야심찬 
프로젝트 Strategy 2050 의 핵심 요소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SamrukKazyna 포럼의 연설에서 “2050 년까지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고자 한다”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몇 년 동안 생산성을 3.6%에서 
6.5%로 높이고, 투자 수준을 GDP 21.4%에서 30%로 늘려야 한다.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전략적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SamrukKazyna 국부 펀드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혁 프로그램은 사업 전략을 넘어 “상업적 전략 홀딩”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운영관리에 
대한 SamrukKazyna 의 접근법을 완전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민첩한 관리 구조를 구축하고자 사람, 과정, 기술의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내부 개혁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변혁에서는 자본 효율성 증대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SamrukKazyna 
CEO Mr. UmirzakShukeev 는 “다른 나라의 국가 펀드는 같은 투자 수준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수익 최대화를 통해 SamrukKazyna 자회사들의 
가치를 꾸준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경제학자 Nouriel Roubini 는 SamrukKazyna 변혁 포럼에서 “경제 중력이 아시아로 
전환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의 노력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이 모델에서는 국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부 펀드가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Samruk Kazyna 소개: http://sk.kz/page/kratko-o-fonde?lang=en  
 
Samruk-Kazyna 웹사이트: http://www.sk.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