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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소식 

•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 정상은 경제 및 지방 협력 외에도 국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정상회담 후 양
국 정상은 합의서 교환 행사를 가졌다. (로시스카야 가제타)  

•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26명의 해외 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력을 할 때는 세상에 퍼져있는 통념이 아닌 러
시아의 실상을 염두에 둘 것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문했다. (타스 통신)

• 푸틴 대통령은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에 위치한 즈베즈다 조선소를 방문했으며, 즈베즈다 조선소 최초의 아프라막
스급 탱크선 건조 시작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베스티.RU) 

• 2018-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는 34개 기업에서 온 92명
의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는 이낙연 한국 총리가 축하 연설을 했다. 
(이즈베스티야)

• 9개국 출신의 젊은 외교관들이 아태지역 젊은 외교관 포럼에 참가했다. 러시아 외
교부 젊은 외교관 협의회가 제안한 이 행사에는 러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 네팔, 페
루, 싱가포르, 미국, 태국에서 온 젊은 외교관들이 참가했다. (타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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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청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러 기업인 협의회와 러-한 기업인 협의회 비즈니스 오찬에서 춥세바 전략기획청
장이 밝혔다. (타스 통신) 

• 동방경제포럼 첫날에 4억 루블에 달하는 5개 대형 사업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합
의서 서명식에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코즐로프 극
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신규 사업들은 4500여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
된다. (리아 노보스티) 

• 아에로플로트와 통합항공사는 수호이 Superjet 100 기종 100대 공급 합의서를 체
결했다. 이 합의서 서명식에는 푸틴 대통령이 임석했다. (인테르팍스) 

• VEB(브네쉬에코놈방크)와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상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은행은 동부 시
베리아와 극동 사업들에 대한 자금 공동 지원과 일본과 러시아 회사들간의 무역거
래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아 노보스티)

• 중-러 투자기금과 Tus Holdings 회사는 초기 자본 1억 달러의 중-러 벤처 기금을 
설립한 바 있다. 동 벤처기금은 양국 과학기술 정책에 부합하는 100여개 이상의 프로
젝트를 이미 검토했으며, 올해 말까지 첫 투자 거래를 발표할 계획이다. (프레임통신)

• 로스스콘그레스 재단은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상공회의소, Huamin 중국 국제투자공사, 중국 국립문화예술원, 러시아 과학원, 여성
의 관점 민간교류개발재단과 로스콘그레스 재단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타스 
통신)

• 러시아 과학원과 러시아 교육감독청 (Rosobrnadzor)은 영재 개발 교육법과 중등 
교육 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르게예프 러시아 과
학원 원장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다 (리아 노보스티)

• 중국과 합작으로 러시아 지역대표 양성과 상담 센터가 2018년내에 이르쿠츠크에 
개설될 예정이다. 세모노프 중-러 친선평화발전위원회 지방협력협의회 대표가 밝
혔다. (타스 통신)   

• 극동 투자자를 위한 신규 인터넷 서비스 설명회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열렸다.  
이 인터넷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기구 및 정부 기관들과 효율
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재 1천명 이상이 사이트에 등록되어있
다. (타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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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동방경제포럼에서는 ‘올림픽 순찰대’의 스포츠 강습과 연해주 어린이를 위
한 유도 선수들의 교습 행사가 진행되었다. 러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유명한 러시아 
유도 선수들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약 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Prima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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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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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