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CEO 및
금융·투자 전문가를 위한
최상위 국제 회의

제5차
아프리카의 미래를 그리다

제네바
2017년 3월 20일-21일

아프리카 CEO 포럼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CEO들이 한 자리에
2017년 3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아프리카 및 세계 유수 대기업 CEO들과, 40여개 국이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 및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5차 아프리카 CEO 포럼」이 스위스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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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산업 분야의 도전 과제에 관한 이상적인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CEO 포럼은 쥔 아프리크 그룹(Groupe
Jeune Afrique)과 레인보우 언리미티드에 의해 조직된 포럼으로, 현재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해 마련된 최상위 국제 행사로서 그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43개국을 포함한
총 참석 국가

1000

2017 아프리카 CEO 포럼에 참석하시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의 참석자
• 아프리카와 세계 유수 CEO들과의 최고위급 인맥을
형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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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금융 및 투자 전문가들을 만나보십시오.

사업 기회 발굴 및
확보율

• 최고로 매력적인 투자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 여러분의 사업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홍보하십시오.

100

명

이상의
최고위급 연사

명

참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최고위급 사업 인맥

확대
신규 채무파트너

모색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원동력 역할 수행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모범사례

발굴
아프리카와 세계무대에서 기업

홍보

“민간 업계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은, 아프리카 CEO 포럼에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아프리카 CEO 포럼은 아프리카 기업 활동을
전세계에 부각시키고 지역통합을 촉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고용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아킨우미 아데시나 (Dr. Akinwumi A.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아프리카 투자 전문가들과의 만남

“아프리카 CEO 포럼은
아프리카의 미래 경제를
논하는 최고의 토론의
장입니다.”
잇사드 레브랍 (Issad Rebrab)
세비탈 CEO(알제리)

「아프리카 CEO 포럼」은 주요 아프리카 정책 결정자들과 아프리카 및 국제 투자 전문가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합니다.
본 포럼에는 매년 개발은행, 아프리카 및 국제 금융기관, 상업은행 및 머천트뱅크(merchant bank), 펀드 매니저, 사모투자 및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를 대표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보다 양질의, 보다 용이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과 재정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
니다.

아프리카 CEO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투자기관
ABC Holdings - AfDB - AfricInvest - Africa Finance Corporation - AFD - Africa 50 - Africa Capital Alliance - Africa Link Capital - African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rs - Afriland First Bank - Allianz SE - Amethis Finance - APA Insurance - ARM-Harith Infrastructure Investment Limited - Attijariwafa Bank - AXA
Group - Bank of Africa - Barclays Africa - BGFI - BIO - Blackstone Africa Infrastructure - BNDES Africa - BNP Paribas - BIDC - BOAD - Capital Group - Citibank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 - DPI - E Oppenheimer & Son - Ecobank - Edmond de Rothschild – Emerging Capital Partners - ESAIF - European Investment
Bank - First Bank of Nigeria - FGIES - Goldman Sachs - Groupe Atlantique - Groupe NSIA - Helios Investment Partners - ICD - IDC South Africa - IFC - KKR
- Lazard Frères - Mediterrania Capital Partners - Mizuho Bank - Natixis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Proparco - Qatar National Bank - Société
Générale - Standard Bank - Tana Africa Capital - The Abraaj Group - TPG Capital - UBA - Wendel Africa - World Bank – 기타 등등.

2017년,
국제 투자 유치에 집중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아프리카 기업 및 각 아프리카 정부의 재정 역량이 도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의 흐름과 국제 투자가 아프리카 대륙을 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CEO 포럼은 2017년 회의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제네바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CEO 포럼은 스위스 정부 및 제네바 캔톤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가고자 하는 100여 명이 넘는 펀드 매니저,
사모펀드와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등을 포함한 스위스 내 주요 재정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2017 아프리카 CEO 포럼은,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농업관련산업(애그리비즈니스), 의료, 무역, 신정보통신기술(NICT) 등의 분야에서
활동중인 세계 대기업들의 본사가 스위스에 집결해 있어, 이들 대기업 CEO들의 대거
참여가 예정되어 있기에 더욱 값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CEO 포럼
소셜미디어
아프리카
CEO포럼과 만나세요.

www.theafricaceoforum.com

@africaceoforum
해시태그: #ACF2017

AFRICA
CEO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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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info@theafricaceoforum.com
사전 등록 register@theafricaceoforum.com
스폰서 문의 sponsors@theafricaceoforum.com
※관심있는 한국 기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차 등록) 온라인 등록을 해주십시오.
http://www.theafricaceoforum.com/en/register/

주최
쥔 아프리크 그룹
(GROUPE JEUNE AFRIQUE)
아프리카의 주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최상위 언론 그룹으로 알려져 있으며 쥔 아프리크,
아프리카 리포트 등 국제 발간물은 역내
베스트셀러입니다.

레인보우 언리미티드
(rainbow unlimited)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비즈니스 진흥 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스위스계 기업인 레인보우
언리미티드는 스위스-아프리카 재계모임(SwissAfrican Business Circle; SABC)도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