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동 러시아 2014년 1~9월 무역수지 동향 

  
  
  

극동러시아: 러시아 동쪽에 위치한 연해 주, 아무르 주, 유대자치 주, 캄차트카 주 등 

9개 주 

  
□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 무역동향 일반 
  
 ○ 극동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의 무역거래액은 작년 281억 

달러에 비해 5.3% 증가한 296억 달러였고,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7.8%, 수입은 0.6% 감소함. 

극동 지역의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은 사할린 지역의 에너지 수출에서 비롯됐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극동지역의 해상통로인 연해주 지역에서 발생했음. 
  
 ○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의 주요 무역거래국은 중국, 일본, 한국임. 중국은 26%, 일본은 

25%, 한국은 27.2%로 이 3국은 극동 대외 무역의 78.2%를 점유함. 극동 러시아지역 수출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19.8% 증가한 71억 달러, 일본은 1.2% 감소한 60억 달러, 중국은 0.1% 

다소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함. 극동 러시아지역으로의 수입은 중국이 0.4% 감소한 37억 

달러, 일본이 9.7% 증가한 14억 달러, 한국이 8% 감소한 9억 달러를 기록함. 극동 지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8%가 하락했으며 철강 자재와 항공기 부품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음. 그밖에 한국으로의 선박류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했음. 
  
 ○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한국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함. 

극동 러시아의 한국 수출은 19.8% 증가한 71억 달러이고 수입은 18% 감소한 9억 달러를 

기록함.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연료,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이 약 

82%, 어패류 12%, 광물이 3%를 차지함.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군은 다양했으나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대부분으로 약 40%, 그 다음으로 기계, 장비류가 20%를 차지함. 
   
□ 극동 러시아의 수출입 세부 동향 
  

2014년 1~9월 지역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지역 작년 수출 올해 수출 증감률 

극동지역 총합 19,759,053 21,298,469 7.8 

사할린 주 11,558,003 12,501,676 8.2 

사하 공화국 3,578,964 3,738,353 4.5 

연해주 2,362,141 2,877,612 21.8 

하바롭스크 주 1,114,714 1,117,476 0.2 

캄차트카 주 524,908 450,603 -14.2 

아무르 주 344,170 278,689 -19.0 

마가단 주 192,876 245,647 27.4 

추코트카 자치주 70,194 72,828 3.8 

유대인 자치주 13,083 15,585 19.1 

  

 

 

 



지역 작년 수입 올해 수입 증감률 

극동지역 총합 8,364,205 8,311,732 -0.6 

연해주 5,759,222 5,863,015 1.8 

사할린 주 895,454 1,131,067 26.3 

하바롭스크 주 659,441 624,008 -5.4 

아무르 주 376,219 330,339 -12.2 

마가단 주 315,530 97,788 -69.0 

사하 공화국 156,440 49,772 -68.2 

추코트카 자치주 102,977 90,154 -12.5 

캄차트카 주 54,202 64,969 19.9 

유대인 자치주 44,721 60,622 35.6 

자료원: 극동 러시아 연방 관세청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작년 수출 올해 수출 점유율 증감률 

1 광물제품(에너지 연료) 13,314,095 14,842,433 69.7 11.6 

2 기타 제품 3,074,370 3,240,065 15.2 5.6 

3 식료품 및 원재료 1,951,925 1,828,323 8.6 -6.2 

4 목재, 펄프, 종이 703,756 777,986 3.7 10.5 

5 금속 및 금속제품 297,688 371,574  1.7 24.8 

6 자동차, 운송장비, 기계 381,862 194,671  0.9 -48.8 

7 고무 및 화학제품 33,291 26,930  0.1 -16.6 

8 가죽, 모피제품 1,310 1,273  0.0 -2.8 

9 직물, 신발 섬유제품 756 314  0.0 -58.5 

  합계 19,759,053 21,283,569  100.0 7.7 

  

순위 품목 작년 수입 올해 수입 점유율 증감률 

1 자동차, 운송장비, 기계 4,612,306 4,388,173 52.9 -4.9 

2 금속 및 금속제품 727,947 950,906 11.5 30.6 

3 식료품 및 원재료 778,357 847,000 10.2 8.8 

4 고무 및 화학제품 682,643 749,314 9.0 9.8 

5 직물, 신발, 섬유제품 747,378  577,136 7.0 -22.8 

6 기타 제품 400,910  456,512 5.5 13.9 

7 목재, 펄프, 종이 152,583  161,524 1.9 5.9 

8 광물제품(에너지 원료) 156,815  120,677 1.5 -23.0 

9 가죽, 모피제품 83,799 50,520 0.6 -39.7 

      합계 8,364,205 8,301,763 100.0 -0.7 

자료원: 극동 러시아 연방 관세청 
  

 

 

 



2014년 1~9월 극동지역 주요 무역국 수출입 현황 
  

무역거래액                                                                                   

                                                                         (단위: 천 달러, %) 

국명 작년 점유율 올해 점유율 증감률 

한국 7,049,234 25.1 8,039,748  27.2 14.1 

중국 7,717,542 27.4 7,708,906  26.0 -0.1 

일본 7,350,876 26.1 7,401,381  25.0 0.7 

  
수출                                                                                         

                                                                        (단위: 천 달러, %) 

국가명 작년 수출 올해수출 증감률 

한국 5,975,880 7,159,464  19.8 

일본 6,098,296 6,026,708  -1.2 

중국 4,010,174 4,015,695  0.1 

  
수입                                                                                         

                                                                         (단위: 천 달러, %) 

국가명 작년수입 올해수입 증감률 

중국 3,707,368 3,693,211 -0.4 

일본 1,252,580 1,374,673 9.7 

한국 1,073,354 880,283 -18.0 

자료원: 극동 러시아 연방 관세청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 9개 주 대한국 수출입- 러시아기준 
  

수출                      

                                                                          (단위: 천 달러, %) 

지역 작년 수출 올해 수출 증감률 

극동지역 5,975,880  7,159,464 14.2 

사할린 주 4,529,680 5,603,317 23.7 

연해주 736,344 814,756 10.6 

하바롭스크 주 269,937 266,250 -1.4 

캄차트카 주 273,445 225,854 -17.4 

마가단 주 106,996 202,621 89.4 

사하 공화국 34,340 39,877 16.1 

추코트카 자치주 22,386 3,323 -85.2 

아무르 1,996 2,921 46.3 

유대인 자치주 756 546 -27.8 

  
 

 

 

 

 



수입                                                                                         

                                                                         (단위: 천 달러, %) 

지역 작년 수입 올해 수입 증감률 

극동지역 1,073,354 880,283 -18.0 

연해주 908,033 728,541 -19.8 

사할린 주 42,824 64,275 50.1 

하바롭스크 주 77,757 47,424 -39.0 

캄차트카 주 25,373 22,663 -10.7 

아무르 5,808 7,975 37.3 

마가단 주 3,467 5,557 60.3 

사하 공화국 9,882 3,696 -62.6 

추코트카 자치주 155 140 -9.5 

유대인 자치주 56 13 -76.7 

자료원: 극동 러시아 연방 관세청 
  

2014년 1~9월 극동 러시아 9개 주 대한국 수출입 품목  
  

수출                                                                                         

                                                                         (단위: 천 달러, %) 

수출 품목 작년 올해 점유율 증감률 

총계 5,975,880  7,159,464 100.0 19.8 

광물성 연료, 석유, 광랍, 역청 

물질 
4,712,099 5,754,540 81.8 22.1 

생선,  갑각류, 조개류 896,384   876,387 12.5 -2.2 

광석, 광재,  석탄재 71,615  189,712 2.7 164.9 

철강 132,463 136,612 1.9 3.1 

선박, 보트 1,993 73,424 1.0 3583.3 

  
수입                                                                                         

                                                                         (단위: 천 달러, %) 

수입 품목 작년 올해 점유율 증감률 

총계 1,073,354 880,283 100 -18.0 

자동차(기차류 제외) 및 부속품 441,967 324,017 40.2 -26.7 

기계 및 장비류, 부품 216,240 168,698 20.9 -22.0 

플라스틱 류 73,153 73,628 9.1 0.7 

철강제품 38,976 56,036 7.0 43.8 

전자제품 및 부속품 35,499 33,094 4.1 -6.8 

에너지  자원(광물 연료, 석유, 

광랍, 역청재 등) 
55,830 27,927 3.5 -50.0 

주류, 음료수, 식초 17,229 17,666 2.2 2.5 

철강 27,494 17,621 2.2 -35.9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품 6,421 16,187 2.0 152.1 

다양한 식료품 15,063 16,127 2.0 7.1 



고무, 고무제품 22,775 13,066 1.6 -42.6 

종이, 마분지 14,788 12,394 1.5 -16.2 

무기화학제품 9,136 10,747 1.3 17.6 

소금, 황, 토석류, 시멘트 13,588 9,821 1.2 -27.7 

염색약, 염료, 색소, 잉크류 11,123 9,107 1.1 -18.1 

  
  
자료원: 극동 러시아 연방 관세청,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KBC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