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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5월 22일, TASS

러중 선도개발구역 프로젝트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

국경을 초월하는 특별경제구역은 ‘포그라니치니, ‘수이펀해’ 국경검문소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극동 선도개발구역들에서 11개 기업들이 중국 자본 1807억 6700만 루블
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http://tass.ru/ekonomika/5222007

2018년 5월 10일, forumvostok.ru

2018동방경제포럼 조직 및 추진 로드맵 채택

연해주 정부는 올해9월 11-1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될 제 4회 동방경제포럼 조
직 및 추진 계획을 채택하였다. 계획은 총 1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방경제포럼
의 교통, 전력 및 상하수도 인프라 준비, 조경, 자원봉사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교
통지원, 호텔숙박, 식사제공, 보안을 다룬다.
https://forumvostok.ru/news/utverzhdena-dorozhnaya-karta-po-podgotovke-i-provedeniyu-vostochnogo- eko-
nomicheskogo-foruma-2018-god

2018년 5월 26일, TASS

201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극동 수산업 발전 논의

올해 5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황금’ 물고기: 수산업의 장기적 안
정성의 요인들’ 세션이 진행되어 극동 수산업의 전략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오늘날 국가
가 직면한 과제는 수산업 분야가 총 400억 루블 규모로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이 언급되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발구
역들의 950개 입주기업 중 45개 기업들이 수산업 분야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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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ass.ru/pmef-2018/articles/5239600

2018년 5월 24일, RIA News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극동 투자 법원 설립 가능성 언급

러시아 부총리는 올해 5월 24일 201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극동 돌파구. 
민간투자성장의 선구자가 되는 법’ 세션에서 투자 법원은 극동 사업 지원 방책 중 하나
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에 의하면 투자 법원은 뛰어난 경제 분
야의 역량을 기반으로 활동하여 신규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것이다. 
https://ria.ru/spief/20180524/1521251936.html

2018년 5월 18일, TASS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에 임명

올해 5월 18일 메드볘데프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코즐로프를 극동개발부 장관 후보로 
제안하였다. 대통령은 해당 후보를 지지하였고 장관 임명서에 서명하였다. 코즐로프 장
관은 이에 앞서 아무르주 주지사를 역임했다. 
http://tass.ru/politika/5212603

2018년 5월 17일, ‘Interfax’

하바롭스크주에 투자액 약 100억루블 규모의 관광 클러스터 2곳 조성

관광 레크리에이션 클러스터인 ‘아무르-하바롭스크’, ‘콤소몰스키’가 연방 목표 계획 
‘2019-2025 러시아연방 국내관광 활성 및 관광객 유치’에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총 파이
낸싱 규모는46억 루블로 이 중 32억 루블 이상은 예산 외 비용으로 충당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934262

극동 경제
2018년 5월 25일, ‘Interfax’

201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캄차카 신공항 터미널 건설계약 체결

극동개발사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옐리조보) 국제공항사 간 ‘캄차카’ 선도개발
구역 내 투자활동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공항 재건축 및 신터미널, 호텔, 비즈
니스 센터가 건설된다. 공항은 시간당 750명의 이용객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은 70억루블 이상으로 예상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936761&sec=1679

2018년 5월 24일, News.Rambler.ru

연해주에 8500만 달러 규모의 농업 투자프로젝트 추진
201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콩, 카놀라 재배 및 카놀라유 생산 전공정 재
배단지 조성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청과 일본 소치츠사, MKR 
Capital 간 체결되었다. 
2018-2023년 간 추진될 프로젝트는 콩, 카놀라 재배 및 카놀라유 생산, 보관을 위한 시설 
단지를 연해주 한카이군, 호롤군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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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rambler.ru/other/39935215-v-proekt-po-proizvodstvu-soi-rapsa-i-rapsovogo-masla-v-primore- poo-
beschali-vlozhit-85-mln-dollarov-ssha

2018년 5월 18일, TASS

연해주에 300억 루블 투자로 석탄 터미널 건설 계획
극동개발사와 ‘수호돌’ 해양항만사는 투자활동계약을 체결하여 중소 석탄 채굴 업체들
이 항만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끔 특화된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1200만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한 1차, 2차 항만 건설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투
자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약 6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http://tass.ru/ekonomika/5211498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5월 21일, TASS

야쿠츠크의 ‘칸갈라시’ 선도개발구역 투자총액 약 24억 루블 추정

‘칸갈라시’ 산업파크 투자자들은 발표한 프로젝트들을 2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파크 영내 입주기업들의 활동이 한창이며 건축자재, 보일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업
체들이다. 중국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벽돌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승인되었으며 시베리아 
철갑상어 양식장도 계획되어 있다.
http://tass.ru/msp/521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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