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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경제포럼 뉴스 

 

  2019년 2월 4일, RIA News 

동방경제포럼에서 혁신 주제 전용 행사장 마련 

올해 9월에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참가자들에게 아시아 국가 혁신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처음으로 동북아 및 동남아 혁신 기술을 주제로 한 별도의 행사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라고 콘스탄틴 복다롄코 연해주 부주지사 권한대행이 월요일 도쿄 러일 투자 

포럼 행사에서 밝혔다. 
     https://ria.ru/20190204/1550360013.html 

 

 2019년 2월 8일, TASS 

2019동방경제포럼 핵심 의제는 극동개발 국가프로그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까지의 극동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계획은 러시아 경제에서 성장하는 극동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국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부부처들과 인프라 기업들의 산업분야별 장기 계획, 모든 극동 지역들의 발전 전략을 통합할 

전망이다.  
https://tass.ru/ekonomika/6093405 

 

               2019년 2월 8일, 연해주정부 

올렉 코제먀코, "5주년을 맞이하는 포럼은 높은 수준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 

제5회 동방경제포럼 조직위 첫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2월 7일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다. 동방경제포럼 핵심 의제는 극동개발 국가프로그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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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회의에 올렉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가 참석하였다. 

올렉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회의의 결과를 평가하며 극동의 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 

및 외국 손님들을 잘 맞이하여 제5회 동방경제포럼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https://primamedia.ru/news/785717/ 
 

극동 국가 정책 
 

2019년 2월 12일, Rossiskaya Gazeta 

러시아, 극동 내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원 약속  

러시아는 극동으로 한국 투자금이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사업가들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관련 내용은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월 12일 서울에서 

언급하였다.  
https://rg.ru/2019/02/12/reg-dfo/rossiia-poobeshchala-podderzhku-korejskim-investoram-na-dalnem-   
vostoke.html 

 

2019년 2월 19일, Komsomolskaya Pravda 

дв2025.рф 사이트를 통해 극동 발전과 관련 제안 공모전 진행 

дв2025.рф 사이트로 극동 발전과 관련된 제안들을 접수하는 공모전이 진행중이다. 2월 18일부터 

3가지 분야에서 투표가 진행중이다: 공공기관 업무, 극동헥타르, 환경. 

투표를 통해 2025년 극동 발전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 될 조치들의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랭킹을 

형성할 전망이다.  
https://www.yakutia.kp.ru/daily/26944/3995174/ 

         

2019년 2월 26일, RBK 

В푸틴 대통령, 북극 개발 국가 정책 개선과 관련된 대통령령에 서명 

러시아 대통령이 '북극지역 발전 분야의 국가 정책 개선'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대통령령에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개명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3개월 이내로 

극동북극개발부의 권한범위와 공무원 수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https://www.rbc.ru/rbcfreenews/5c75680c9a79477fe0702eff 

 

       극동 경제 

 

 2019년 2월 13일, Vesti.Economics 

러시아와 한국, 극동에서 총 10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진행 구상  

"현재 총 규모 10억달러 이상의 유망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항만인프라 근대화, 

친환경 제품 생산, 의료센터 건립과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다른 

프로젝트들도 러시아가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밝혔다.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114649 
 

2019년 2월 28일, TASS 

헬싱키에서 핀란드 사업계에 극동 투자 잠재력 홍보 

https://primamedia.ru/news/785717/
https://rg.ru/2019/02/12/reg-dfo/rossiia-poobeshchala-podderzhku-korejskim-investoram-na-dalnem-


월간정보다이제스트 극동의 경제발전 
 

 

핀란드 사업계를 대상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의 투자 잠재력 홍보를 헬싱키에서 진행하였다. 

관련 내용은 주 핀란드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밝혔다.  

무역대표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기계산업, 임업, 조선업, 물류업 등 여러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사업가들이 참석하였다.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청의 그루뎨프 투자국장은 극동연방관구 사회경제발전의 특징과 

유망분야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의 사례도 소개되었으며 

목재가공, 원격의료, 바이오테크, 폐기물 처리, 에너지, ICT, 교통 및 물류, 청정기술, 야금 및 광산업, 

농업, 관광 등 분야의 틈새시장도 언급되었다. 
https://tass.ru/ekonomika/6169482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 사례 
 

2019년 2월 26일, Prima Media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테크노파크 액셀러레이터 1기 지원대상자 모집 

사업가 기질이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있으며 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액셀러레이터는 테크노파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진출을 위해 사업 아이디어 홍보와 

구체화를 지원해 주는 새로운 사업지원정책이다. '루스키' 테크노파크의 액셀러레이터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아태지역 국가 시장들로 진출시킬 기회를 마련한다. 현재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수는 

65개사다. 
https://primamedia.ru/news/790049/ 
 

2019 년 2월 28일, Vesti.ru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중국 학자들과 협력 계약 체결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상해 지부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렌틴 세르기옌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장이 중국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밝혔다. 

"상해에서 체결한 계약은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곧 우선 분야를 선정하여 가까운 

시일 내로 중국측 방문단을 맞이할 계획입니다."라고 세르기옌코 지부장이 밝혔다. 

https://www.vesti.ru/doc.html?id=3121310&cid=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