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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관�분과
사�업� 명／시기,� 장소

(러측�제안)

한국측�의견�및� 1.30

양국�조정위원장�화상회의�반영

1
사무국

6개�분과

제4차� KRD포럼

－러시아,� 시기/장소�논의중

※� KRD포럼�계기�진행�예정�사업

-　제3차�한러�정경컨퍼런스　　　

　� (정치／경제분과)

-　상트�박경리동상�건립�제막식　�

� � � (문화예술분과)

-　제6차�한러대학총장포럼　� � � � �

� � � (교육과학분과)

-　제4차�차세대전문가�세미나　� �

� � � (차세대분과)

2
정치

국제관계�

제3차�한러�정경컨퍼런스

9월� 28-29,� 상트
*포럼�미� 개최시�별도�추진

전문가�세미나

일시�미정,� 상트

주제:� 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

　　　관련(양국� 3-4인)

연초� 양측� 각� 4인� 참가자� 선정/� 온

라인� 상� 사전� 협의/� 세미나� 진행�

후�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 KRD포

럼�후에�진행�바람직

국내�세미나

주제:� 신북방정책-무엇이�가능한가�

*정치/경제분과,� 북방경제협력위

�공동주관�

*북방협력위와�협의�후�시기�결정�

총서발간

3 경제통상

전문가세미나－

'가스프롬�우주시스템'

3월,� 모스크바(숄코보)

주제:�

«야말»� 위성통신� 시스템의� 가능

성／유망한� 항법우주� 모니터링� 시

스템／네비게이션시스템� 생산� 프

로젝트

위성통신시스템� 관련� 국내� 전문가

그룹�희소성을�고려,� 세미나�주제를�

'한러� 첨단기술협력과� 북극� 개발'로�

수정,� 러측에서� 제안한�주제는� 세션�

주제로�논의�바람직.

4월�셋째�주� 진행�확정

제3차�한러�정경컨퍼런스

9월� 28-29,� 상트

주제:� 보조원료� 가공,� 대체� 에너지

/의료기기�공급�협력

*포럼�미� 개최시�별도�추진

한러대화� 2018년� 사업계획(02.0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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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미나

한러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

10주년�기념�세미나(시기？)�

� 정치/경제분과,� 국립외교원,� 슬라

브유라시아학회�공동

*정치분과� 제안� 주제－‘북핵해결을�

위한�한러�전략적�협력’� 포함

총서발간

『한러� 협력의� 뉴� 패러다임：제4차�

산업혁명,� 따라갈� 것인가� 주도할�것

인가』(가제)

4 문화예술

상트�박경리동상�건립�제막식�

하반기,� 상트대
동�시기�박경리세미나도�진행�

러시아�다큐영화제�

및� 한국외대� 내� 대통령도서관� 자

료열람실�개소식

10월� 26일,� 서울(한국외대)

(스튜디오«렌독»,� 대통령도서관)

영화제를� 한국외대� 내로� 국한하지� �

않고�보다�넓은�차원에서�진행

상트�국제문화포럼
컨텐츠�관련(회의�참석�등)� 참가�

여부�논의�

박경리�단편소설집�러시아어�번역/

출판

-� 일부� 단편은� 상트대� 석사과정생

들이�번역�감수�단계,� 남은�단편도�

번역�마무리�단계

토지문화재단측과�협력하여�

러측에서�추진

박경리�유고시집�러시아어�

번역/출판

토지재단이사장-한국문학번역원장�

간�우선�논의�후�러측에서�추진

박경리� 작가의� 생애와� 창작� 관련� �

러시아어� 및� 영어� 문헌� 디지털화�

작업(연중�지속)�

영어로� 번역한� '토지'� 1,2,3권� 전

자화-상트,� 대통령도서관�

러측에서�독자적으로�진행�예정

러한관계�자료집�발간(연중�지속)� �

상트,� 대통령도서관
러측에서�독자적으로�진행�예정

러시아�현대�작가�번역�소개

-25명의� 현대� 러시아� 신예� 유명�

작가�단편선집�번역�출판�제안

한국측�예산으로�추진�어려움�

러시아학�관련�국내�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10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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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학

제6차�한러�대학총장포럼

*포럼�미� 개최시� 9월�별도�추진

2017� 총장포럼�관련�후속�조치:

1)� 2018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

한� 한러� 양측� 분과위원장� 간� 화상

회의�개최(시기�미정)

2)� 총장포럼에� 기� 참가한� 양국� 대

학�연락처�작성�및� 공유

3)� 2018� 총장포럼� 개최� 시� 양국대

학� 간� 모범� 교류� 사례� 발표� 및� 우

수�사례에�대한�시상�고려

양국�분과위원장�간�화상회의

시기�미정

2018년�교육과학분과�주요�사업

논의�

6 언론사회

한러�언론인�세미나

2-3월�중,� 소치　혹은

다른�시기�모스크바／상트

제4차� KRD포럼�개최�후� 별도�진행

7 차세대

제9차�한러�대학생대화�

4월� 4-6일,� 모스크바� 민족우호대

학

여름방학중　개최／�장소�재검토�

2016년� 6차� 대화를� 루데엔에서� 진

행한� 경험� 고려,� 러측� 참가자� 구성�

및� 진행방안�논의�필요

제4차�차세대전문가�세미나
대학생대화� 기간� 개최� 혹은� 포럼�

세션으로�진행

러시아�내� '한국문화의�날'

10월� 12일,� 모스크바�민족우호대

모스크바� 외� 러시아주요대학연합�

소속�연방대학�여러�곳에서�추진

(러측� 분과위원장� 소속� 하바롭스크�

등� 극동지역�적극�추진)

차세대�홈커밍데이

12월,� 서울

8 사무국

양국�조정위원장�화상회의� 연중�수시

조정위원회의� � � 4월,� 12월

하계�워크샵 8월�중

한러대화의�밤� 12월말

송년음악회 12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