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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9월 17일, «Vesti»

투자총액 1조 2000억 루블 규모의 34개 프로젝트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

동방경제포럼에서 교통 및 물류, 농업, 식품산업, 어업, 화학 및 석유화학, 천연자원 
개발 및 가공, 건축자재생산, 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들과 같은 완성도 높은 극동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다. 

http://vestiprim.ru/news/ptrnews/54671-34-proekta-s-obschey-summoy-investiciy-12-trln-rubley prezentovany-
na-vef-2017.html

극동 국가정책

2017년 9월 28일, «Vesti»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 혜택 10년까지 연장

푸틴 대통령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이 입주기업 자격 
취득 후 10년 동안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및 조세 조건을 고려하는 연방법 
개정을 정부에 지시하였다. 2025년 12월 31일 전 까지 입주기업 자격을 취득한 
사업체들은 일부 의무 사회보장세에 대한 세율 인하 혜택 연장 대상이 된다.

월간정보다이제스트

극동의 경제발전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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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estiprim.ru/news/ptrnews/55111-rezidentam-tor-i-spv-prodlyat-lgoty-do-10-let.html

2017년 9월 22일, «Interfax»

Invest India, 러시아 지부 개설

인도 국가 투자 지원청의 새 지부는 비즈니스 상담, 전략지원, 법률 및 규정 관련 
문제 해결 등 총체적인 업무지원을 러시아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Invest India
와 협력의 일환으로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직원들은 상호투자유치 분야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871506&sec=1671

2017년 9월 22일, TASS

국영기업들 극동 경제에 4조 4000억 루블 투자 계획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들이 해당 금액을 본사 투자 계획의 ‘극동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극동 부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극동 일자리 창출, 재정 및 세금 수입 
확대,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http://tass.ru/ekonomika/4585865

2017년 9월 22일, «Komsomolskaya Pravda» 라디오

‘극동헥타르’ 집합지 17개곳을 위한 인프라 발전 계획 준비중

극동개발부는 극동 지역정부들과 공동으로 토지 취득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을 
판별하여 해당 지역들을 위한 인프라 발전 계획이 준비중이다. 사할린 지역, 하바롭스크 
주 4개 집합지는 새로운 마을들을 형성하게 된다고 세르게이 카차예프 극동개발부 
차관이 밝혔다.

2017년 9월 19일, «Rossiskaya Gazeta»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극동 생태관광 지원 지시

국가지원방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생태관광 인터넷 정보포털 제작안을 
제출할것을 지시받았다. 

https://rg.ru/2017/09/19/putin-poruchil-podderzhat-ekoturizm.html

극동 경제

2017년 9월 26일, «Vedomosti»

야쿠티아에 러시아 최대 메탄올 공장 설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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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츠카야 연료에너지사’가 가스심층정제공장 건설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물은 동북아 국가들에 수출될 예정이다. 1차 라인의 메탄올 생산능력은 
연간 175만 톤이다.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7/09/26/735302-yatek-konkurentsiyu-rotenbergu

2017년 9월 25일, Regnum

2017년 캄차카에 금 채취 공장 가동

새로운 모듈식 공장은 오제로놉스코에 금 광산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산공단 건설 
투자프로젝트 제 1단계에서 연간 원석 10만톤까지 처리 가능한 최신식 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산은 7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https://regnum.ru/news/2325961.html

2017년 9월 14일, TASS

하바롭스크 주에 신규 러중 합작 프로젝트 4개 추진

장친웨이 헤이룽장 성 공산당 서기 하바롭스크 주 방문에서 신규합자회사 설립 계약이 
체결되었다. 양측은 목재 중국 수출, 생선양식단지 조성, 후민산 공장, 우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http://tass.ru/ekonomika/4560929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9월 27일, «Moskovskiy Komsomolets»

‘SkifAgro-DV’사, 하바롭스크에 현대식 양돈단지 설립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인 ‘SkifAgro-DV’가 계획한 투자규모는 26
억 루블이다. 사료 생산부터 돼지고기 및 부산물 판매까지 전 공정을 망라하는 
프로젝트이다. 2019년경에는 연간 5300톤의 돼지고기와 650톤 이상의 부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다.
http://mk.ru/articles/2017/09/27/kompaniya-skifagrodv-postroit-v-khabarovske-svinovodcheskiy-kompleks- 
stoimostyu-26-mlrd-ruble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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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 RosCongress재단

2017동방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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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