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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1-22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프리카 CEO 포럼에서 아프리카의 최고 CEO들이 회동합니다. 

2012년에 출범한 아프리카 CEO 포럼은 아프리카 민간업계 최상위급 
행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모인 CEO 500명, 금융·투자전문가 100명, 그리고 
아프리카와 국제사회의 저명한 VIP 인사 200명 등 8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쥔 아프리크 그룹(Groupe Jeune Afriqu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레인보우 언리미티드(rainbow unlimited)가 공동 주최하는 
2016 아프리카 CEO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로 보는 2015 포럼

아프리카 민간업계 
최상위 연례회의

참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➊
최고위급 사업 인맥 확대

➋
신규 재무파트너 모색 

➌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원동력 역할 수행 

➍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모범사례 발굴

➎
아프리카와 세계무대에서 기업 홍보

QR코드를 
스캔하면 2015 포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821
전년도 대비 18% 
높은 참석자 수  
(CEO 500명 포함)

70%
참석자의  
사업기회 발굴  
또는 확보

63
아프리카  
43개국을 포함한 
총 참석 국가

50
후원·협력 회사

18
토론자,  
100명 이상의 
최고위급 연사

13
경제·금융·산업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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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CEO포럼 주요 참석자

장 카코 디아고
서아프리카지역  

新생명보험 금융사 (NSIA)

크리스 키루비
센텀투자그룹  

(CENTUM INVESTMENT GROUP)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모하메드 데우지
모하메드 엔터프라이즈  

탄자니아 리미티드 (METL)

제오프리 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개발공사 

(IDC)

엠마누엘 노롬
트랜스코프 (TRANSCORP)

기다 나카지브웨-세칸디
카프리콘 투자 홀딩스  

(CAPRICORN INVESTMENT 
HOLDINGS)

잇사드 레브랍
세비탈 (CEVITAL)

앙리끌로드 오이마
국제프랑스가봉은행 (BGFI)

비말 샤아
비드코 아프리카  
(BIDCO AFRICA)

체가 게브레예스
사티야 캐피탈  

(SATYA CAPITAL)

모하메드 아히존
마록텔레콤  

(MAROC TELECOM)

투자자, 
CEO의 궁극적인 
네트워킹 플랫폼
은행·사모펀드·금융시장 전문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대표 등이 아프리카 CEO포럼에  
회동하여 역내외 국제금융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아프리카 주요기업 CEO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포럼이라는 높은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어떠한 자금조달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접할 수  
있을까? 2016 아프리카 CEO포럼은 참석하는 CEO들에게 이와 같은 전략적 질문에 대응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은행과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프리카 성장을  
리드한 주역들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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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주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최상위 언론그룹으로  

알려져 있으며 쥔 아프리크, 아프리카  
리포트 등 국제 발간물은  
역내 베스트셀러입니다.

문의처 주     최

소셜미디어

등록 관련 모든 문의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gister@theafricaceoforum.com

 스폰서 관련 모든 문의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onsors@theafricaceoforum.com

관심있는 한국 기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1차 등록)  
온라인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www.theafricaceoforum.com/en/

registration

아프리카 CEO포럼과 만나세요.

@africaceoforum 
해쉬태그: 
#ACF2016

http://linkd.in/1CINRAA

ECOWAS의 교두보, 
아비장

unlimited
rainbow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비즈니스  
진흥 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스위스계 기업인 레인보우 언리미티드는 
스위스-아프리카 재계모임(SABC)도 

운영합니다.

제4차 아프리카 CEO포럼은 2016년 3월 21-22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본부가 소재한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역내 
통합의 주된 원동력입니다. ECOWAS의 15개 회원국은 3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에 7%를 기록하는 등) 지난 5년에 걸쳐 아프리카 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소피텔 이부아르: 일류 컨벤션 센터
아프리카 CEO포럼의 개최지로 선정된 소피텔 이부아르는 참석자들에게 최고급 대우와 서비스를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아비장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자 현대적이면서 최첨단으로 지어진 소피텔  
이부아르 컨벤션단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www.theafricaceoforum.com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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