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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소식 

•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며’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했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의 메인 행사인 전체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바툴가 몽골 대통령, 이낙연 한국 총리가 기
조연설을 했다. (리아 노보스티)  

•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 중 루스키 섬에 디지털 발전 센터
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루스키 섬에 R&D 센터를 설립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러시아 정부와 국영기업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RT) 

• 동방경제포럼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이낙연 한국 총리와의 면담이 열렸다.  
이 면담에서는 경제통상분야 양국 협력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Vesti.RU)   

• 푸틴 대통령과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바툴가 몽골 대통
령은 몽골은 블라디보토크에 무역대표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가
제타)  

• 러시아와 일본은 지난 2년동안 러-일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50개의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했다고  러-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에서 테라자와 일본 경제통상산
업부 차관이 밝혔다. (타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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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개발부는 6개 투자사업에 340억루블을 지원할 것이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서 관련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들 투자사업들은 이전에 극동 및 바이칼지역 사
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선정된 바 있다. (러시아 가제타)  

•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알리바바 그룹, 메가폰 PJSC, Mail.Ru 그룹은 전략적 파트
너십을 발표했다.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해서 AliExpress의 기존 러시아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분야 협력이 예상된다. (인테르팍스)  

• 극동연방대학과 중국 화웨이는 극동연방대학 내에 IT 국제아카데미를 설립할 계
획이다.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임석한 가운데 
관련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FederalPress 통신)  

• 노바텍과 로스아톰플롯은 LNG 수송을 위한 쇄빙선 건조 및 발전 등 상호협력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아키모프 부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관련 양해각서에 서
명했다. (베도모스티)  

• 가스프롬과 일본 미츠이(주)는 발틱 LNG 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동방경제포럼에서는 가스프롬 밀러 회장과 이지미 미츠이(주) 회장은 면담을 
가진 후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 (리아 노보스티)  

• 연방 중소기업진흥공사는 농산물 생산업체들이 대형 식료품 유통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는 X5 Retail 
Group과 농산물 생산업체들과의 상호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렌타. RU)  

• 로스아톰 원자력공사와 사하 야쿠티아 공화국은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설립 추진
에 대한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니콜라예프 야쿠티아 공화국 수반 권한대
행과 리하쵸프 로스아톰 이사장이 해당 합의서에 서명했다. (타스 통신)  

• 로스네프티와 중국 Beijing Gas는 러시아 내 자동차 가스 컴프레스 시설 설립 및 
확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양사는 160개의 시설물을 
러시아에 세울 계획이다. (리아 노보스티)  

•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극동개발기금, 로스나노, RBK가 참여한 가운데 극동 첨
단기술기금이 설립되었다.  극동첨단기술기금은 유망한 혁신기술 개발업체들과 3
억5천만 루블에 달하는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타스 통신)   

• 러시아 Wizart 애니메이션 업체는 러시아수출센터 및 HY Media/Cayie 
International Media Group Limited 중국 배급사와 함께 만화영화의 중국 배급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이들 업체간 3자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해당 
중국회사는 러시아 만화영화 사업에는 처음 참가한다. (타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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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이 직접 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행사인 극동 습선 레가타 대회 우승자들
을 시상했다. 이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이낙연 한국 총리가 참석했다. (타스 통신) 

• 푸틴 대통령과, 바툴가 몽골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도 대회 결승전을 
참관했다.  카노배 18세 미만 청소년 국제유도대회는 2017년부터 푸틴 대통령과 아
베 신조 총리의 후원 하에 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행사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타스 
통신) 

• 마쉬코프, 그리쉬코베츠, 바벤코 등 유명 예술인들이 케메로보 주 설명회에 참가
했다.  쿠즈바스 아트-갤러리 작품 전시회에서 이들 예술인들의 만남 행사가 열렸
다. 이번 전시회에는 케메로보 주 미술관 소속의 70여점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
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컨텐츠를 제작
하고 기 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
시아 및글

www.roscongres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