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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12월 13일, TASS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 2019동방경제포럼 이전에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되기를 희망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은 2019년 9월 4~6일간 열릴 동방경제포럼 이전에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연방관구의 수도를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
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  
https://tass.ru/v-strane/5910482 

2018년 12월 13일, Rambler.Sport

러시아 체육회, 일본 체육회 간 협력 양해각서 2019 동방경제포럼서 체결 전망

모스크바에서 연례 체육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포즈드냐코프 러시아 체육회 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대규모 경제 포럼 행사들이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올림픽 가치를 홍보하
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고 밝혔다.
https://sport.rambler.ru/other/41423538-olimpiyskie-komitety-rossii-i-yaponii-podpishut-memorandum-o-
sotrudnichestve-na-vef-2019/

 

정보다이제스트
극동의 경제발전 2018년 12월

핵심주제

• 자바이칼 지방 극동연방
관구 통합 로드맵 구상 
완료

•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당선 

• 극동개발부, 북방지역 물
자공급 정책을 극동연방
관구 개발 국가 프로그램
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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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국가정책
2018년 12월 24일, TASS 

자바이칼 지방 극동연방관구 통합 로드맵 구상 완료

노비첸코 자바이칼 지방 부총리 겸 경제발전부 장관이 자바이칼스키 주 극동연방관구 
통합 로드맵이 ‘준비되었으며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은 부랴티아 공화국과 자바이칼 지방을 시베리아 연방관구에서 극
동연방관구로 편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제 극동연방관구에는 11개 지
역이 속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3개월 안으로 대통령령 시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마무
리 할 것을 지시 받았다.
https://tass.ru/politika/5946440

2018년 12월 20일, TASS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당선 

코제먀코는 주지사 재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어 12월 20일 부터 연해주 주
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해주 주지사로서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고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 헌법과 연해주 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주민에 충성할 것을 멩세합니
다»라고 코제먀코 주지사가 선서문을 낭독하였다.
hhttp://tass.ru/politika/5934316

극동 경제
2018년 12월 20일, TASS

극동개발부, 북방지역 물자공급 정책을 극동연방관구 개발 국가 프로그램에 추가
북방지역 물자공급 정책이 국가 우선과제로 극동 발전 프로그램에 추가될 전망이다. 관
련 정보는 마카노바 극동개발부 인프라 프로젝트국 부국장이 러시아 상원 회의에서 밝
혔다. 
북방지역 물자공급은 식품, 약품, 연료를 러시아 극지를 포함한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마을 또는 지역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역들은 혹독한 기후조건으로 최대 수개월동
안 고립되곤 한다. 
http://tass.ru/ekonomika/5937608 

2018년 12월 20일, Vesti.ru

러시아 국민 누구나 극동 발전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자바이칼스키 주도 포함되는 극동 지역의 발전과 관련
된 제안을 별도 사이트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러시아여론조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된 
이 플렛폼은 2035년까지의 전망을 고려한 2025년 까지의 러시아 극동 발전 국자 프로그
램 개발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12월 15일부터 사이트 방문객은 여러 부문에서 무제한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ttp://www.vesti.ru/doc.html?id=309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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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TASS

사할린에 러시아 최초의 석유가스분야 지원 산업파크 조성
기념 캡슐 매립식이 조성될 유즈노사할린스크 석유가스파크 영내에서 거행되었다. 산업
파크는 지역 석유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권한대행
이 행사에서 밝혔다.  
http://tass.ru/ekonomika/5911961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12월 21일, Rossiskaya Gazeta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졸로토이 로그 만 정화 프로그램 개발
극동연방대학교 과학자들이 러시아 연구기관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졸로토이 로그 
만의 환경오염을 해결할 방안을 개발하였다. 
극동연방대학교측에 의하면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2년이다. 러시아 환경보호 
과학연구소가 의뢰하여 개발된 프로젝트로 극동연방대학 엔지니어링 대학원이 수행기
관으로 선정되었다.
https://rg.ru/2018/12/21/reg-dfo/vo-vladivostoke-poiavilas-programma-ochistki-buhty-zolotoj-rog.html

2018년 12월 19일, TASS

2019년부터 러시아연방우주청 프로젝트에 극동연방대학 학생들 참여 가능
러시아우주청은 ‘지구 궤도관측 기술 및 자료를 활용한 지역발전경영’ 전공 석사과정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극동연방대학교 학생들은 2019년에 러시아 우주청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https://tass.ru/obschestvo/5931156 

2018년 12월 14일, RIA News

극동연방대학교, 가상현실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개발
극동연방대학교는 러시아 최초로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을 실시
한다고 대학측이 보도하였다. 세계 어디서나 가상현실 고글과 헤드셋만 있으면 앱을 다
운받아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https://ria.ru/20181214/1547968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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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oscongres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