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카자흐스탄의 전략적 국영 기업들, 국부펀드 “Samruk-Kazyna” 지휘 하에
사업혁신 로드맵 승인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4 년 12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카자흐스탄의 최대
전략적 자산을 관리하는 국부펀드 “Samruk-Kazyna” JSC 가 경영이사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포트폴리오 업체들을 위한 사업혁신 프로그램(Business
Transformation Programme) 로드맵을 승인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07351-samruk-kazyna-nationalcompanies/
이 로드맵은 사업혁신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 및 다음 3 년
동안 국영 기업들이 사업혁신을 도모할 시간표와 이정표를 정의한다.
위에 언급된 문서에 따라 2014 년 “Samruk-Kazyna” JSC, 국영 철도기업 “Kazakhstan
Temir Zholy”, 카자흐스탄 최대 우편기업 “Kazpost”, 석유기업 “KazMunaiGas”의 주요
사업 단위가 활동 단계를 개시했다. 2015 년에는 국제적인 우라늄 생산 기업
“KazAtomProm” 및 전기업체들인 KEGOC 와 “Samruk-Energo”가 사업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6 년에는 통신사 “Kazakhtelecom”, 광산업체 “Tau-Ken Samruk”, 엔지니어링 업체
“Kazakhstan Engineering”, “United Chemical Company”, 부동산 펀드 “SamrukKazyna”가 사업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 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항공사인 “Air
Astana”가 사업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총 보유자산이 USD 1,000 억에 달하는 “SWF Samruk-Kazyna” JSC 의 혁신 프로그램은
지난 10 월 6 일 아스타나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 혁신 프로그램 시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2050” 전략에서는 세계 30 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세웠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주요 도구들 중 하나는 국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서다.
사업혁신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와 그 자회사들의 대규모 사업혁신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부펀드가 국영 자산을 관리하는 기존 운영 모델에서 적극적인 투자자
역할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사업혁신 프로그램 내에서 국부펀드의 사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투자 접근법을
향상시키고, 사업 과정과 포트폴리오 구조를 최적화하며,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단행하고,
국부펀드의 형식주의를 감소시켜야 한다.
“Samruk-Kazyna” JSC 사업혁신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는 USD 110 억에 달할 전망이다.
Samruk Kazyna 소개
JSC “Samruk Kazyna” 국부펀드는 2008 년 “Kazyna Sustainable Development
Fund”와 “Kazakhstan State Asset Management Holding Samruk” 간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Samruk Kazyna 는 총 자산 가치가 $1 천억에 달하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전략적
기업들을 관리한다. Samruk Kazyna 의 자회사로는 AirAstana, Kazakhtelecom,
Kazatomprom, Kazmunaigaz, Kazpochta 등이 있다.
Samruk Kazyna 및 Samruk Kazyna 자회사들의 핵심 목표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산업과 혁신 개발 전략 2003-2015 이 수립한 전략에 따라 국가 경제를

현대화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다. Samruk Kazyna 는 직원 수가 350 명이 넘고, 국가 GDP 에
25 억 텡게 이상을 기여하는 등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14 년 “Samruk-Kazyna” JSC 는 조직 구성원들의 최고 관행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부펀드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Sovereign Wealth Funds,
IFSWF)의 공식 회원이 됐다. IFSWF 의 공식 회원은 25 개의 세계 주요 국부펀드로
구성되며, 특히 그 중에는 Temasek Holdings(싱가포르), Khazanah
Nasional(말레이시아), China Investment Corporation(PRC), Qatar Investment
Authority(카타르)도 있다.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 기업 가버넌스 및 사업 성과라는
산티아고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요건에 따라 선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공식 회원이 될 수
있다.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07351-samruk-kazynanational-companies/
출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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