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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10월24일, forumvostok.ru

슈발로프부총리, 2018동방경제포럼으로싱가포르방문단초청

러시아 부총리 슈발로프,
싱가포르부총리겸경제사회정책부장관샨무가라트나마가참석한제8회러시아-
싱가포르부총리급정부간회의가모스크바에서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극동 내 러시아-싱가포르 협력 발전도 논의가 되었다.러측은극
동에서협력프로젝트추진에있어싱가포르투자자들에게지원을지속할것을
약속하였고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통한지원도포함된다.
싱가포르측은극동연방관구내프로젝트추진에관심이있음을밝혔다.

https://forumvostok.ru/news/igor-shuvalov-priglasil-predstaviteley-respubliki-singapur-
prinyat-uchastie-v-vef-2018

2017년 10월6일, RIA»FederalPress»

아베신조총리, 2018동방경제포럼참석의향

코주키 주러일본대사는 코뱌코프 러시아 대통령 자문관과의 만남에서 2017동방경제
포럼에서의러일협력및대규모국제행사참여를포함한향후전망을논의하고총리의의향
을밝혔다.

http://fedpress.ru/news/77/economy/18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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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국가정책
2017년 10월25일, EastRussia

«모스크바 극동의 날»전시회12월 진행

모스크바 시가지 및 엑스포센터에서 풍부한 전시회 문화 및 공식 일정이 준비된다: 
선도개발구역 신규 입주기업들의 발주식,극동최신구인구직정보를제공하는구직센터, 
‘극동헥타르’프로그램추진센터,극동해산물및기념품시장이다.행사는2017년12월 8-16
일간진행된다.

https://www.eastrussia.ru/news/dni-dalnego-vostoka-v-moskve-proydut-8-16-dekabrya-
zamglavy-minvostokrazvitiya/

2017년 10월21일, «Rossiskaya Gazeta»

메드볘데프총리, 극동농업의수출인프라확대촉구

총리는대통령 직속 전략발전및우선프로젝트위원회회의에서해당 
발언을 하였다.총리에의하면극동에서형성되고있는농공단지, 
농산물식품산업단지를기반으로신규터미널, 도매유통센터, 
가공및물류산업조성이필요하다.

https://rg.ru/2017/10/21/reg-dfo/dmitrij-medvedev-prizval-dfo-rasshirit-eksport-
selhozprodukcii.html

2017년 10월19일, «Zvezda»채널

러시아극동, 지난 3년간투자금 550억달러유치

«투자총액에서 50억달러는아태지역선진국에서유래한외국자본입니다»
라고갈루시카장관이제19회세계청소는및대학생축제에서밝혔다.장관에의하면극동
에도입된혜택과우선권덕분에이러한투자유치가가능했다.해당프로젝트들은2025
년까지추진계획이구상되어있다.

https://tvzvezda.ru/news/vstrane_i_mire/content/201710190444-4ogr.htm

2017년 10월11일, «Interfax»

중국, 루스키섬에의료,과학,혁신도시조성제안

유리트루트녜프부총리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첸유안부의장과 가진실무회의에서 
센터 조성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프로젝트 추진 제 1단계로 과학기술 및 치료요양 클러스터 조성,국제 전시컨벤션 센터,
호텔,수상스포츠센터,글라이더 및 요트 클럽,주차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876811&sec=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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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경제
2017년 10월26일, Lenta.ru

러시아 지역 정부들,한국사업계에대화지속제안

서울에서 있었던 «러시아내사업:한국사업계를위한지역의가능성»
설명회행사에서한국투자자들에게러시아8개지역의경제잠재력이소개되었다.
약200명의한국기업경영인들이행사를통해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를포함한러시아지역들의투자잠재력을접하였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7/10/26/8regionovkoreya

2017년 10월 24일, «Rossiskaya Gazeta»

캄차카에액화천연가스터미널건설

해당계약은 ‘노바텍’과지역정부간체결되었다. LNG를쇄빙가스운반선에서일반가스운
반선으로환적하는터미널의물동량은연간 2000만톤이다. 프로젝트추진을통해야말반
도와기단반도에서생산되는가스의아태지역방면운반비용을절감할수있다. 터미널은 
2022-2023년경완공될예정이다.

https://rg.ru/2017/10/24/reg-dfo/na-kamchatke-postroiat-terminal-po-peregruzke-
szhizhennogo-gaza.html

극동개발 신규정책:성공사례
2017년10월24일, TASS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폐차장 착공

일본 Arai Shoji Co. Ltd., Royal AutoParts, 스모토리그룹이공동으로투자하여 
‘TerminaTOR’ 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해당계약은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체결되었다. 
계획중인 폐차장은 경차 및 화물차를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 
재질별로 분류한다.투자규모는 3억루블이다.

http://tass.ru/novosti-partnerov/4675462

2017년 10월24일, TASS

‘아무로힌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첫업체가동

연간 2만 2500톤생산능력을갖춘샌드위치판넬생산라인이비로비드잔에들어섰다.
생산된 건축자재는 유대인 자치구,아무르주및기타지역의대규모공사에투입될예정이다.
투자총액은15억루블이다.프로젝트추진을통해약200개의일자리가창출된다.

http://tass.ru/ekonomika/467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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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조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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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기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 RosCongress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