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공급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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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작성무역관

조사품목
OOOOOOOOOOO
바이오라이트(주)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
자동차용 램
고객
명

2017. XX.XX

1. 조사 수행 해외무역관 담당자 및 본사 담당 전문위원 연락처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www.kotra.or.kr/novosibirsk, www.kotrasiberia.ru
Add:

Office

11-03, Bldg.

40

(Business

Center

'MOST'), Kommunisticheskaya

Street, Novosibirsk, Russia, 630007
무역관
연락처

구분

조사 책임

조사 담당

성명

OOO

OOO

E-mail
전화
본사
전문위원
연락처
시차정보

성명

OOO

연락처

전화: (02)3460-XXXX / 팩스: (02)3460-XXXX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1층, 우편번호: 06792

2시간

노보시비르스크시간 오전 9시~오후 6시=한국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2. 조사 보고서 이용 안내사항
자료

▶ 동 보고서의 공급선들은 귀사의 관심 수입제품군을 현재 생산하고 있거나 수출
이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구매희망수량, 품질, 가격, 납기, 현지시장상황 등 여
러 조건에 따라 수입조건이 좌우되므로 꾸준한 공급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 무역관에서는 현지 주요 수출가능 공급선들을 상대로 귀사의 수입의향 등을
보냈으며, 그 후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공급선의 관심도를 파악, 그 중 관심을
표명한 공급선들을 중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안내말씀

향후
지원내역

▶ 발굴 원부자재공급선과의 업무교신 지원
• 발굴된 잠재 원부자재공급선과의 이메일 교신시 무역관 조사 담당 현지직원과
본사 담당 전문위원의 이메일 주소를 참조로 넣어주십시오.
• 업무교신지원은 보고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2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
• 우리무역관은 한국어로 보고서작성이 가능한 현지직원이 없는 관계로 보고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A/S 신청
• 보고서 내용상 오류가 있을 경우 A/S 기간 중, 수정 및 재조사 요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은 교신지원 및 A/S 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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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무역관 주재지역 해외마케팅 기본정보
1. 시베리아 시장동향
◦ 2000년대 이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영향으로 고성장을 거듭해온 러시아 경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계기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제유가 하락
의 영향을 받아 루블화도 급격한 평가절하를 보이고 있어, 수입가격 상승으로 우리의 대러 수출이 크게 타
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시베리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산업은 에너지 등 원자재 및 제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러시아 전체 생산
량의 약 13%를 차지
◦ 시베리아 주요 산업 현황
- Non-ferrous & Ferrous metallurgy
- Timber & wood-working industry
- Chemical & petrochemical industry
- Food & flour-milling industry
- Fuel industry, Power industry
- Building materials production
-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working industry
◦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원유, 가스, 알루미늄, 우라늄 등
◦ 적정 시장규모(약 2천만명) 보유
◦ 물류 중심지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따라 상권 형성
-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분기점
- 철도 및 항공화물 물류센터 기능
* 물류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EEU를 고려한 현지 식음료 생산기업 다수
- 한국기업의 경우 오리온 생산공장 운영 중
◦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의 경우 전체 러시아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17.8%인데 반해, 시베리아 시장의
경우 약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의 경우 전체 러시아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3.2%인데 반해, 시베리아
시장의 경우 약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물리적 거리 및 물류의 이점, 낮은 시베리아 가처분소득으로 값싼 중국산 선호와 관련
◦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러 수출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 및 악세사리, 합성수지 원료, 기계류, (전동)공구류, 의
료기기, 건설중장비, 보일러류, 화장품, 미용기기 등이 유망품목에 속하며, 대개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소
비재 내지 생산재쪽의 상품이 유망한 편임
2.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
◦ 제조사 선호
- 현지 수입상/도매상은 제조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감안하여, 제조기업은 제조기업임을 강조
할 필요 있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바이어가 오히려 다양한 품목 취급이 가능한 트레이딩 기
업을 선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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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많은 물량의 오더 기대는 금물
- 시베리아 지역 바이어들은 아직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소재 수입기업, 딜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
고 있는 기업도 있고, 수입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도 있어 초기에 많은 오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시장경쟁이 덜하고 직수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 극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적은 물량이라도 초기에 성실하게 대응하면 일정시점 이후 고정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임
◦ 대금 결제조건을 명확히
- 금융제도 미흡으로 아직까지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어가
30~7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선적 후 또는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오퍼
가 대다수임
-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따라서 거래 초기에는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 필요
◦ Undervalue를 수용할 경우 근거 서류를 충분히 확보
- 바이어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
가 많은 데, 이때에도 후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쟁예방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함
◦ 현지 인증취득 필요
-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거나 시간
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바이어와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이후 2013년부터 공동 인증제(Conform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of CU(Custom Union)) 시행중으로 동 인증 획득시 3국 모두 사용 가능
* 2015년 1월에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아르메니아가 가입했고, 5월 8일부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함으로서 향후 CU인증 사용 가능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인증 필요제품 여부 및 세부 필요인증은 HS CODE 및 세부 제품내역으로 판단
- 일부 품목의 안전도 검사 등 러시아법규에 의해 수입상품에 대한 증빙서 첨부가 필수적인데 각종 증
빙서 입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 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음. 모델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인증관련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한국내의 여러 러시아 인증대행 기관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세부정보
습득 가능 (검색포털에 ‘러시아 인증’으로 검색해도 여러 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음. 공공기관 및 사설기
관에서 인증취득을 대행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비용이 비쌀 수 있으나 좀 더 신속
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전화 국번없이 1381)를 운영중이므로 궁금하
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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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재 원부자재공급선 기업 정보조사
Structure of the Russian market of Ferro alloys

Import
22%

Domestic
market
30%

Export
48%

*Turnover is usually closed information in Russia. Available figures are taken from official bodies.
Often companies give smaller figures to official bodies to diminish taxes.
*Turnover is given as of 2016 year in rubles as there were essential USD rate fluctuations. Official
exchange rate for any date can be find here http://www.cbr.ru/currency_base/daily.aspx

1. 회사명

OOOOOOOOOOOO

업종(Business Line)

Producer

주요 취급품목

Ferro alloys

연간 매출액
(Turnover)

XXXXXXXX

연 수출액
(Annual Export)

XXXX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설립연도
(Established Year)
담당자

직위(Title)

담당자 Tel

담당자 Fax

담당자 Mobile

담당자 Email

대표자 (CEO)

직위(Title)

대표 Emai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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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Address)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품목

Ferro alloys

한국 기업과의
거래 경험

No

원부자재공급선 교신
가능 언어

Russian, English

공급선 참고사항
(Exporter Reference)
접촉 방법 및
공급선 반응
(Contact Method and
Reaction)

5. 발굴 사업 파트너와의 업무교신 지원

• 이메일 교신 시 무역관 조사 담당 현지직원과 본사 담당 전문위원의 이메일 주소를 참조로 넣어주십시오.
• 업무교신은 보고서 받으신 날로부터 2개월간 지원해드립니다.
• 원부자재공급선의 관심도 파악중 관심을 보인 잠재사업파트너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6. 조사 보고서 A/S 신청방법
• 보고서 내용상 오류가 있을 경우 A/S 기간 중에 수정 및 재조사 요청 가능합니다. 단, 추가로 사업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은 교신지원 및 A/S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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