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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
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
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
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
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
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
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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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
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
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
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
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
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
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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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
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
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
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
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
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
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
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
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
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
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
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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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
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
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
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
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
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
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
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
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
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
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
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
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
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
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
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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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
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
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
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
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
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
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
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
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
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
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
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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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
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
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
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
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
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
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
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
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
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
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
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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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
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
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
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
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
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
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
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
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
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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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
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
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
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
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
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
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
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
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
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
(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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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
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
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
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
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
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
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
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
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
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
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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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
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
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
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
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
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
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
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
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
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
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
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
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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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
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
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
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
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
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
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
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
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
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
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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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
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
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
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
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
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
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
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
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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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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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등 국제 정세가 바뀌고 글로벌 경제 구조가 안
팎으로 큰 변동을 겪으면서 한국도 경제협력 대상국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
권 경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지각 변동을 또다시 겪고 있으며, 2018년 IPCC의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미국과 EU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
토하는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IT 기술을 기
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4개국
에 집중해 온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
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
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
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
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
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
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
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
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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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
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
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
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
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한국과 중앙아
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간 양국 간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외교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양자 간 협력의 성과는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30년을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협
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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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보건산업
의 중요성, 글로벌 금융시장 확대 및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로 야기되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① 디지털 협력 ② 신재
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 등 총 네 가지 협력 분야를 선정
하고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
앙아시아 간 중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의 협력 분야를 제시한 국내외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
력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한 국내 연구로 우선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2017)의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ㆍ중앙아 신협력 방향’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개발, 인적 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등 여섯 가지의 개발과제를 제
시하였다.
박지원(2019)은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현황과 협력환경 분석’에서 중앙아
시아의 대내외 경제 현황과 정책 방안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 협력,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 등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하였다. 조
영관(2019)은 ‘중앙아시아 경제특구 현황과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에서 중앙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발전 전략과 경제특구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
시아 간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로 현지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발
전 잠재력이 있는 제약, ICT, 스마트시티, 물류연계 등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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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분야에 관한 국외 연구로 ADBI(2014)는 ‘Connecting
Central Asia with Economic Centers’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EU 등의 주요국과 경제협
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를 강화하고자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추진, WTO 및 다자간 무역 협정 가입, FDI
유치, 일관성 있는 정책, 시장 다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의 컨설팅그룹 BCG(2018)는 ‘Investing in Central Asia: One Region,
Many Opportunities’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투자 분야(농산물 가공, 석유 화학, 관광)와 투자 위험
요인(정치 리스크, 시장 변동성, 지역 안보)을 제시하였다. OECD(2018)는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Central Asia’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
제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의 현대화, 국제화,
민간 참여 촉구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
이 있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외교
관계를 맺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양국 간 지난 30년의 협력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의 내용이다. 기존 연구들은 중앙
아시아 국가의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
털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잠재력 있는 협력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한 분야별로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분야별 현지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뷰를 연구에 활용하였
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전문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다루고, 현지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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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측의 지
난 30년간 경제 및 외교적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
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난 30년간 정치ㆍ외교 및 경제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의 해체 이후
외교 관계를 맺고 정치ㆍ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한국은 2000년대 중
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성장 가도
를 달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
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교 30주년에 이
르기까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 간 수교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30년간을 연구기간
으로 하여 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
잠재력이 큰 네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미래 유망 협력 분야로서 디지털 협력, 신재생
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을 4대 협력과제로 선정하여, 분야별 중
앙아시아의 현황과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는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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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현
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
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
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
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
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
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
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현지전문가 서면 인터뷰는 4대 협력과
제를 중심으로 세부 질의 내용을 작성하고 연구진 상호 간에 질의 내용을 조율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서면 인터뷰는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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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그동안 경험해 보
지 못한 ‘나라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안으로는 다민족을 통합하여 현대적
국민국가(nation state)를 건설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자주
외교에 나서야 하였다. 유라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원과 오아시스 지대에서
오랜 역사를 일구어 온 중앙아시아인들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만들어 본 경
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지배를 받은 경험만 있기 때문에 국
민국가를 만드는 작업은 출발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추구할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 주목한 전문가
들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민족 간 갈등 및 종교 간 갈등,
시장경제에의 부적응, 민주주의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지 30년이 경과한 현재, 이들 국가의 체
제 전환 모습은 나라마다 처한 대내외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비교적 안정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석유 자원과 대외개방
형 경제, 적극적인 국제사회로의 편입 의지를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인 체제 전
환을 이룬 나라로 인정받는다. 2019년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초대 대통령이 30여 년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대통령직에서 물
러남에 따라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 대통령
의 25년 장기 집권 체제 아래 강권 정치와 폐쇄형 대외 경제를 고수하면서 국
제사회와는 거리를 두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2016년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 후
집권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국가를 개방하고 대외 협력 노선을 추구하면서 사회 내에 일정 정도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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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초대 대통령인 사파르무
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의 기행적 독재체제가 2006년에 종식
된 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정권
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사회 통제와 폐쇄형 대외 경제 노선을 고수하면서 국제
사회와는 단절된 행보를 보인다. 이 나라는 독립 초기에 영세중립국을 표방하
면서 군사 블록 및 동맹 불가입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민주주의 제도화와 국제사회 편입
을 표방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고독한 민주주의의 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도 하였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가 2005년
‘튤립 혁명’으로 축출된 후 연이은 정변으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2012년까
지 지속되었다. 현재는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 집권하에 국
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경제 기반이 약해 저발
전국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독립 과정에서 정파 및 종파, 민족 간 갈등이 내전으로 확대된
경험이 있으며,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의 27년 넘게 이
어지는 장기 집권과 경제의 피폐,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슬람 과격주의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중앙아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지역에 매장된 방대한
지하자원 때문이다. 소련에 편입되어 있던 시기에는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
스 등 에너지자원의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카스피
해 연안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알려지면서 서방의 메이저 에너지기업
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또 한 번 중앙아시아가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 된 시기는 2001년 9.11 테
러 이후 10년간이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역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지
역이며, 소비에트가 내세운 무신론 체제하에서 종교활동이 금지되었다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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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종교의 부활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신생 독립 5개국 정부 모
두 이슬람의 전통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으로는 세속주의를 표방하였다. 따
라서 이 지역을 이슬람화하려는 근본주의 과격파 단체는 세속주의 정권과 갈등
을 빚었고,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 정권 및 9.11 테러의 주범
으로 낙인찍힌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알카에다(Al-Qaeda)와
연계해 활동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분쟁 위험이 증폭되었다. 미국은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군사 공격하였다. 이 과
정에서 중앙아시아는 미군과 NATO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였는데 우즈베키
스탄의 카르시-카나바드(Karshi-Khanabad) 공군 기지와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Manas) 기지가 그것이다.
초기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지하던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를 우려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ㆍ러 간 갈등을 이
용해 기지세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 간의 경쟁
상황을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하기로 했던 경제 지원에 미온적인 데다가 현지 정권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에 관한 요구를 강화하자 중앙아시아의 장기 집권자들도
불편함을 넘어 위협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범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테
러 전쟁의 주 무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 옮아가면서 중앙아시아의 중
요성도 감소한다. 미국이 2014년 마나스 기지에서 최종 철수함으로써 중앙아
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가.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군사력 유지를 꾀하는 러시아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단연 러시아를 꼽는다. 러시아는
18세기부터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군사력을 확장해 19세기 후반 식민지화하
는 데 성공했으며, 중앙아시아는 당시 소연방의 구성체로서 5개 공화국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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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였다. 소련의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하면서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중요한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간
주하며,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한편 소프트파워를 활용
한 외교에도 적극적이다. 예컨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현지 주민에 대한 보호,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적 친화력의 활용, 자국 대중매체의 현지 진출 지원, 유
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통한 경제적 연계 확
장, 중앙아시아로부터의 노동 이주에 대한 장려 정책 등이다. 타 강대국과 비교
하여 러시아가 갖는 강점은 바로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주민의 러시아 취업은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외교에서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중앙아
시아에서 러시아로 찾아든다. 러시아연방보안청(FSB)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26만 5,000명의 키르기스스탄 국적자와 52만
4,000명의 타지키스탄 국적자 그리고 91만 8,000명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가 러시아로 입국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노동 이주자들이다.1) 이들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율이 높으며,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에 국가 경제를
의존한다. 예를 들면, 2019년 키르기스스탄은 국외로부터 24억 달러를 송금받
았는데 이는 GDP의 28.5%에 달하는 금액이다. 타지키스탄은 송금액이 23억
달러로 GDP의 28.6%를 차지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송금액이 85억 달러로
GDP의 14.8%에 상당한다.2)
노동 이주가 확실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 및 사회적 연

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2019), “Migrant Workers In Rus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9).
2) Caspian Policy Center(CPC)(2021), “Migrant Workers and the Pandemic: The Need for
Central Asia to Ease Dependence on Remittances from Russia,” p. 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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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내외 정세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다는 맹점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국경이 막히자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오가지 못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3) 또한 러시아는 자국으로
부터 송금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빌미로 중앙아시아 저발전국에 대한 영향력
을 유지 및 확장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EAEU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조직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기구로 5개 정식 회원
국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된다. 2014년 5월에 기구 설립에 관
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2015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한 EAEU는 러시아가 의도
한 만큼 회원국 수를 늘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립국을 선언한 투르크메니스
탄을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2월 옵서버 국가로 참가를 결정했으
며, 타지키스탄은 현재 가입을 고려 중이다. 만일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회원국
이 될 경우 타지키스탄도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4) EAEU는 위에서 언
급한 송금 경제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남아 있는 불안
정한 경제적 구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에 대
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기제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
히 최근 중앙아시아에 대한 공세적 영향력 확대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라도 EAEU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 수단이 될 수 있다.5)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안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 남부와 맞닿아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인도로부터 러시아를

3) Khashimov et al.(2021), “Covid-19 and Central Asian Over-Dependence on Labor Migration:
An Update on the Central Asia Migration Track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
4) Hashimova(2020), “Will Tajikistan Ever Jo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f Uzbekistan
Enters the EAEU, Tajikistan Will Have Little Choice But to Follo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5) Madiyev(2021), “The Eurasian Economic Union: Repaving Central Asia’s Road to Russi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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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 주는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가 안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공을 들인다. 역내에 군사 기지를 두고 현지 군사 활동에 필요한 물
적 자원을 보급하며 각국과 군사 협력에 적극적이다. 러시아가 구소련 공화국
의 일부를 규합해 조직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앙
아시아 3개국이 정식 회원국이다. CSTO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같은 가격으로
러시아제 군수 물자를 구입할 수 있으며, 러시아군과 합동 부대를 편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혜는 경제력이 취약해 국방비를 늘릴 수 없는 국가에는 특히 유
용한 것이다. 2019년 러시아가 타지키스탄에 900만 달러에 달하는 방공 시스
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있다.6) 또 러시아군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장교에
게 교육도 제공하는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의 군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7)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Sergey Shoygu) 국방장관은 2019년 타지키스탄 장교들의 러시아 유학 기회
를 늘리고 러시아군이 타지키스탄군의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
다.8)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빌려 사용하는 군 기지도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Baikonur)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우주선을 발사하는 핵심 거점인바, 동 기지
를 빌리기 위해 러시아는 매년 1억 1,500만 달러를 카자흐스탄 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 러시아군은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 영내에 합동
6) ТАСС(2019), “Россия поставила Таджикистану средства ПВО на $9 мл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9).
7) АвиаПорт(2020), “ЭКСПЕРТЫ: РФ И КИРГИЗИЯ ОБСУЖДАЮТ ПОСТАВКИ ЗРК ‘БУКМ1’ И ВЕРТОЛЕТОВ МИ-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8) IZ.ru(2021), “Шойгу заявил о создании объединенной системы ПВО России и Тадж
икистана, Извест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9).
9) Wolkov(2020), “Baiterek Rocket and Space Complex to Contribute to Baikonur’s
Develop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1). 러시아 영내에도 보스토치니(Vostochny)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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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군 기지가 네 군데 포함
되어 있다.10) 타지키스탄 영내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의 제201군 기지는 러
시아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2012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
탄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
근에 또 다른 군 기지를 빌리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나.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한 이후이다.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불리던 중앙아시아에 미국이 군사력
을 앞세워 진출을 꾀했다면, 중국은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선언한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상징한다. 과거 중국과 유
럽을 연결했던 실크로드의 역사를 현대에 재현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원대한
야망이며, 그 야망의 포문을 카자흐스탄에서 열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
를 포함한다. 과거의 실크로드가 유럽과 중국을 연결했다면 현대판 실크로드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구대륙 전체를 하나로 잇는 프로
젝트이다. 이미 60개국 이상이 일대일로에 호응해 다양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적 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일대일로 구상 가운데 유라시아 내륙을 연결하
는 ‘일로’ 프로젝트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불리며 중국과 유관국이 협력하여
도로와 철도, 환승 터미널, 에너지 운송 파이프라인 등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
이다. 이를 위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지와 플레세츠크(Plesetsk) 우주기지가 존재하나,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은 바이코누르
가 유일하다.
10) 칸트(Kant) 공군 기지, 카라콜(Karakol) 해군무기시험 기지, 찰디바르(Chaldybar) 통신 센터, 마일
루-수(Mailuu-Suu) 지진학 센터 등 4개이다. Ороспакова(2019), “Как изменилось соглаше
ние по российской базе в Кыргызстане? Объясняе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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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연결망 구축에 나선 일이 ‘일대일로’로 시작된 것
은 아니다. 중앙아시아는 오랜 기간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일부였으며, 따라서
역내의 연결망은 러시아와의 연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남북 연
계가 주류였고 동서 연계는 취약하였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리적 조
건이 열악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도로나 철도망을 구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중국은 소련의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고, 이를 본격화한 것이 일대일로이다. 중국의 도움으로 산악
국가인 타지키스탄이나 사막 지대가 국토의 대부분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
메니스탄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열 수 있었다. 이를 토대
로 자연히 중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도 강화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오는 데 대
단히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에서 빌려온 자금이 증가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다. 저발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
과 타지키스탄의 경우가 특히 심각한데, 2020년 여름에 키르기스스탄은 대외
부채 총액이 40억 8,000만 달러로 GDP의 63.3%에 달했고, 타지키스탄은 30억
9,600달러로 GDP의 44.7%에 상당하였다. 이들 나라의 대외 부채 총액 가운
데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빌려온 부채 비율은 키르기스스탄이 43.4%, 타지키스
탄이 36.3%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들 저발전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긴급히 18억 달러의 부채를 더 끌어오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과 논의
에 들어가는 등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11)
중국은 경제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조금
씩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상하
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원래 테러리즘
11) Schulz(2020), “Risky Business: The Drawbacks of the Kyrgyz Republic and Tajikistan’s
Borrowing”(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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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리주의, 종교 과격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나, 그 안에서
중국의 지도력이 러시아를 능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아시아와 인접한 신
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민족 및 종교 문제에 민감한 중국은 최근 불안정한 아프
가니스탄의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혹여 이슬람 과격파 세력이 중
앙아시아를 경유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인들과 연계하지 않을까 노
심초사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아편 소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상당한 양의 마약 원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되어 중
국으로 유입된다.12) 따라서 이들 위협에 대처하고자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의 협력과 공동 안보 대응이 불가결하며, SCO가 유용한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6년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
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4자 간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협정에 서
명한 바 있다. 동 메커니즘이 아직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 이
를 기반으로 타지키스탄 영내에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미 2019년에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
스탄, 중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타지키스탄 영내 파미르 산악지대에 중국군
초소가 설치되었다는 보도도 있다.13)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이 지역에 안보 불안정 상황이 가중될
경우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적인 무력 분쟁이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중국이 자국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
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61개에 달하며, 금액은 총 1억 3,600달러에 상당한다.14) 이미 중국
으로부터의 부채를 현물인 천연자원으로 상환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이를 ‘약

12) Stanzel(2018), “Fear and Loathing on the New Silk Road: Chinese Security in Afghanistan
and Beyon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6).
13) Putz(2019), “China in Tajikistan: New Report Claims Chinese Troops Patrol Large Swaths
of the Afghan-Tajik Bord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7).
14) Aminjonov et al.(2019),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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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을 비판하는 서방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또 장차 중국
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더욱 가시적이고 공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를 경계하고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도 만만찮다.

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복귀를 준비하는 미국
소련의 해체와 맞물려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했을 당시, 이들 신생 국가를
가장 먼저 인정했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주권과 발전, 그리고 안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왔다.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는 역내 5개국이 주권 국가로서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들 나라가 글로벌 연결성(global connectivity)을 높
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미
국은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번영을 확고히 하고 국제 테러와의 전
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국이 안정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안정이 중앙아시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아프가니스탄 정세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
다. 미국 정부가 역내 국가들의 안보 확립과 경제 성장, 인권 개선을 위해 지금
까지 사용한 비용은 9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기업의 현지 투자액은 310억 달
러를 넘는다.15)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에 관심을 갖고, 소련 시대에 만들어져 여
전히 러시아의 에너지 헤게모니를 가능케 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 유
럽으로 향하는 석유ㆍ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독립 직후 러시아가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설득해 러시아를 우회하
15) The U.S. Department of State(2020), “United States Strategy for Central Asia 2019-2025:
Advancing Sovereignty and Economic Prosperity(Overvie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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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인도
가 중앙아시아와 경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했다. 이
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러시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시작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의 정치적ㆍ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미국
은 한때 중앙아시아 역내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2014년 키르기스
스탄 내 마나스 기지가 폐쇄된 이후 중앙아시아 역내는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
에서도(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군사 기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
은 주로 NATO의 PfP(Partnership for Peace,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프
로그램의 틀 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 협력을 진행해 왔다. 그 일
환으로 미국은 2019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2주 동안 진행된 연례 ‘스텝 이글
(Steppe Eagle)’ 훈련에도 참가하였다. 스텝 이글 훈련은 카자흐스탄 군대를
미래의 평화유지군으로 삼기 위해 NATO의 지원하에 실시되어 왔는데, 2019년
에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군이 참가하고 인도와
터키, 우즈베키스탄이 참관국으로 참여했다.16) 비록 여러 나라의 군이 작전에
서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 전술 훈련이기는 하나, 미국은 이 훈련을
CSTO나 SCO의 합동 군사 연습에 필적하는 수준의 군사 협력 기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세와는 별개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
해야 한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도 아프가니스
탄은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안보 정책의 핵심 동인이다. 미국은 마나스 기지 폐
쇄 1년 후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을 발표하고, C5+1(중앙아 5개국 플러스 미
국) 포맷의 외교장관 회합을 발족하였다. 여기에서도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
스탄 국경의 안보가 주요 현안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작성된 ‘미국의
16) U.S. Army Central, “Exercise Steppe Eagl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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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앙아시아 전략 2019-2025년: 주권과 경제 번영 증진’이라는 전략 보고서
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중앙아시아의 안보를 연계하는 구도는 지속되었
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을 염려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재 상황에서 강화될 중국과 러시아
의 군사적 공조를 우려하며 미국의 재개입을 주장하고 있다.17)

라.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중앙아시아 대외 환경의 변화
중앙아시아의 안보와 관련해 2021년 시점에서 목격되는 몇 가지 주요 변화
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변화들은 직접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전면 철수하고 탈레반 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한 사건과 관련되나, 과거 10년간
유라시아 지역에서 조성된 강대국 정치와 국제질서 변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첫째, 미ㆍ중 대결과 미ㆍ러 전략 경쟁이 중ㆍ러 간 결속을 추동하는 핵심 요
인으로 작용하면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공간의 안보 체제를 지탱하
는 틀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역내 분쟁에 대한 입
장이 상호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유엔에서 북핵이나 이란 핵 프로세스, 리비아
와 시리아 문제 등을 다룰 때 중ㆍ러가 한 목소리를 냈던 사실이 단적인 사례이
17) 2020년 2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폼페이오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중국의 중앙아
시아 역내 경제활동이 현지 국가들의 주권과 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중국을 대신해 미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하였다.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슬람교도 위구르족 탄압을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국 내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의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폼페이오의 중앙아시아 방문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으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문제로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려 획책한다
며 비난하였다. 한편 폼페이오의 중앙아시아 방문 직후에 미 국무부가 공개한 대중앙아시아 전략 보고
서는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해 중앙아시아가 가진 지정학ㆍ지경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
국과 중앙아시아 역내 5개국의 전방위적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다
음과 같은 6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①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각자, 그리고 하나의 지역으
로서 주권과 독립을 확보ㆍ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중앙아시아에서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한
다. ③ 아프가니스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④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연계성을
확대한다. ⑤ 법치와 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⑥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하고 역
내 발전을 지원한다. 현승수(2020),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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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을 견제하고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
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며 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협력 공간에서 군사력 확대에 신중을 기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중ㆍ러 간 군사 협력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왔다.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는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수준을 제고함으로
써 미국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러 간 군사
협력을 최근에 시작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양국은 이미 군사 협력 초
기 단계(1990년대 초~2000년대 초)부터 3~4년에 한 번꼴로 실질적 협의 메
커니즘을 갱신 또는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01년 중ㆍ러 사이에 체결
된 선린ㆍ우호ㆍ협력조약은 양국 군사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법적 기
반이 되었으며, 같은 해에 설립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이것의 실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전문가들은 2016년에 이미 중ㆍ러 군사 협력이 중간 단계에 도
달했다고 분석한다. 이후 양국 간 합동 군사 연습과 무기 및 군사 기술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코롤레프(Alexander
Korolev)는 현재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직전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한
다.18)
그러나 중ㆍ러 결속의 지속성과 내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이라는 성격이 강한 중ㆍ러 간 결속은
공동의 적이 약화되어 공동 전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경우에는 양국 간 경쟁
을 넘어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많다. 특히 중ㆍ러 경합의 최대
전선이 중앙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19)
18) Korolev(2019), pp. 247-248. 코롤레프는 군사 동맹 성립의 단계와 범주를 ‘중간 수준의 제도화’와
‘심도 있는 제도화’로 나누어 고찰한다. 중간 수준의 제도화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동맹 조약 또
는 협정 ② 정례적 협의 메커니즘 ③ 군사 기술 협력 및 군 인사 교류 ④ 군사 훈련의 정례화 ⑤ 신뢰 양
성 조치이며, 심도 있는 제도화의 요건은 앞의 다섯 가지 요소에 ⑥ 통합된 군 지휘 체계 ⑦ 군 병력 및
(또는) 군 기지의 합동 배치 ⑧ 국방정책의 공유가 추가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ㆍ러는 2010년을 전
후한 시기에 ‘중간 수준의 제도화(moderate institutionalization)’를 이루어 현재 ‘심도 있는 제도
화(deep institutionalization)’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승수(2020b), p. 83.
19) 현승수(2020a),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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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초래할 안보적 리스크가 중앙아시아
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9월 미군이 아프가
니스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면서 이미 아프가니스탄 영내에서 세력을 확장
해 오던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하였다. 이로써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
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군사 안보에서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는 러시아, 일대일로의 성공 및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안전 확보에 고심하는
중국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 주었다. 특히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소극적이
던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는바, 그 경우 중ㆍ러 사이에 발생할지 모
를 미묘한 갈등선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
국의 전략적 관심이 재현된 바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및 대러 견제의 일
환으로 중앙아시아에 재진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운위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미ㆍ중ㆍ러의 삼각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적어도
미국이 2000년대 초ㆍ중반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앞
세워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할 경우 그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
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SCO 정
상회의는 회원국의 의견 일치하에 탈레반 신정권을 동시에 승인하기로 합의하
였다. 정부 승인의 조건은 ① 포용적인 정부 구성 ② 인권 보장 ③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주변국에 대한) 테러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이
번 회의에서 기존 옵서버 국가였던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받은 점은 주
목할 만하다. 이란은 향후 SCO의 틀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20)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된 상황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지키스탄은 민족 문제에 민감하며 탈레반에 부정적으
20) 八木正典, 村瀬一志(2021),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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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30%는 타지크인
이며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들과 연계해 온바, 탈레반 정권이 민족 구성을 고려
해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탈레반을 정식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역내에는 타지키스탄 라흐몬 정권의
타도를 선언하고 테러를 전개해 온 타지크계 과격파 조직 ‘자마트 안사룰라
(Jamaat Ansarullah)’가 활동하면서 탈레반과 협력하고 있어 타지키스탄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21년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라흐몬 대통령은
탈레반이 과격파들을 석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국제 테러의 온상
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뒤이은 9월 27일에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근에서
2,000명의 군인과 50대의 지상 무기가 참가하는 열병식을 단행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사열하였다. 또 국경 지대에 병력을 증강하여 탈레반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9월 25일 탈레반은 ‘잠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타지키스탄 국경 부근에 특수부대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9월 27일
탈레반 고위급 인사는 중동 TV와의 인터뷰에서 “타지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남아시아로의 교역로 확보를 위해 탈레반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식량 등 1,300 톤
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바, 향후에도 남부 도시 테르메스(Termez)로부터 아
프가니스탄의 마자르이샤리프로 이어지는 식량 원조 보급로를 안전하게 확보
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9월 유엔 총회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아프
가니스탄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연설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공급하던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남아시
아, 특히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운송로가 될 아프가
니스탄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탈레반과 우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1)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적대시해 온 친탈레반
21) Shaikh(2021), “Opinion: Central Asian Leaders Evolve Positions on Taliban-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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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과격파 조직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이 아프가니스탄 내부 투
쟁 과정에서 괴멸 상태에 처한 사실도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대탈레반 접근을
가능케 만든 요인일 것으로 본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
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
레반과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수출 대국인 투르
크메니스탄은 TAPI(투르크멘-아프간-파키스탄-인도 연결 가스관)의 구상이 실
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2021년 2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탈레반의 고위급 인사가 TAPI 구축
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탈레반 과도정부의 외무장관인 아
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는 최근 카불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호자 오베조프(Khoja Ovezov)와 만나 아프가니스탄 영내 TAPI 가스관 완공에
관해 논의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연료 가격 인상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투르
크메니스탄 측에 이 문제를 해결할 특사를 파견하도록 요청했다는 후문이다.22)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수출에 관심을 보이며 탈레반 정부와의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신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1년 9월 23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사
절단을 카불로 파견해 탈레반 정부 인사들과 접촉했고, 9월 말에는 키르기스스
탄 안보회의 부의장 탈라트벡 마사디코프(Taalatbek Masadykov)가 키르기
스스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 기간에
키르기스스탄 측 대표단은 탈레반 정부의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h
Abdul Ghani Baradar) 부총리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23)
카자흐스탄은 곡물 수출의 재개에 의욕적이다. 2021년 9월 26일 카자흐스
Afghani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0).
22) Ibid.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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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특사를 파견해 카자흐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수출
품목인 곡물, 밀가루, 연료 등의 수출을 재개할 것과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20만 톤의 밀가루와 3,300만 톤의 곡
물이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24)
향후 미국이 빠져나간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ㆍ러의 협력이 어
느 정도 조화를 이루며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중ㆍ러 양국이 중심이
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 이
란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합류한 SCO가 아프가니스탄 정세 안정화와 중앙아시
아의 안보 확립, 나아가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 통합을 위한 연계를 어느 수
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25)

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가. 역내 협력의 제약 요인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 이후 오랫동안 지역 내 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
여 왔다. 사실 이 5개국은 역사적, 언어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연방 아래 통합되어 있었고, 여전히 러
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타지크인을 제외하고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
르기스인, 투르크멘인이 모두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어서 문화적으로도 유사성
이 많다.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 수니파에 속한다. 5개국은 바다와 접하지

24) Ibid.
25) 인도는 과거 파키스탄과 우호적 관계인 탈레반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최근 탈레반
과 접촉을 시작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육상 교역로 확보를 위해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우회해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육상 무역 경로를 모색해 왔으며,
이미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항을 조차해 개발하고 있었다. 인도가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핵
심 목표는 인도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 문서에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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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유라시아 내륙 깊숙이 자리하고 러시아와 중국,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어 역사적으로, 또 현재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국은 지난 30년간 공동 대응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하
기보다는 상호 불신과 경쟁, 그리고 대결 양상을 보여 왔다. 역내 무역은 활발
하지 않으며, 국경에서 갈등이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에 기인한
복잡한 절차가 나라들 간 교역을 어렵게 해 왔다.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국가 간 왕래에도 제약이 많았다. 국경 획정, 수자원 관리, 에너지 수급, 민족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실 중앙아시아의 역내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
다. 소련의 해체 직후인 1992년 4월 23일 처음으로 비슈케크에서 회합을 갖고
역내 협력 의지를 확인한 중앙아시아 정상들은 1993년 1월 타슈켄트 정상회의
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하나는 소련 시기에 사용되던 지역 명칭
인 ‘중간아시아와 카자흐스탄(Middle Asia and Kazakhstan)’을 ‘중앙아시
아(Central Asia)’로 변경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5개국이 공동의 시장과 관
세 동맹 등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자국 통화
를 만들지 않고 러시아의 루블을 공용 화폐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상들은
중앙아시아인이 문화적ㆍ역사적ㆍ언어적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국이 독자 통화를 발행하고, 투
르크메니스탄이 중립국을 선언했으며, 내전의 발발로 타지키스탄이 협의에 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1994년 7월에 카자흐스
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등 3국 정상이 알마티에 모여 중앙아
시아연합(CAU: Central Asian Union)을 창설하고, 국가간의회(interstate
council)를 포함해 3국 총리 회의를 제도화할 것, 통합을 지향하는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은행(Central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설치할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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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AU의 틀 안에서 3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제 통합으로 나
아가기 위한 단계별 계획 설정, 중앙아시아 공동 평화유지군 창설, 3국 간 영구
우호조약 체결 등 일부 성과도 거두었다. 1998년 3월에 내전이 종식된 타지키
스탄이 CAU에 가입하면서 그해 7월 4개국 정상들은 기구의 명칭을 중앙아시
아경제공동체(CAEC: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로 바꾸자는
데 합의한다. CAEC는 다자 협력을 경제 통합에 집중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에 조성된 안보 불안과 우즈베키스탄의 독
자적 행보, 2000년 10월에 출범한 러시아 주도의 EurAsEc의 역할 강화 등을 배
경으로, 2001년 12월 타슈켄트에서 CAEC의 4개국 정상들은 기구 명칭을 중앙
아시아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로 변경
할 것을 결정한다. 경제에 집중하던 다자 협의체를 다시 안보와 정치 분야를 포괄
하는 다기능 협의체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상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CACO의 틀 안에서 협력과 합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2004년
5월에 러시아가 동 기구에 가입하자 더 이상 중앙아시아만의 다자 협력체로서 기
능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2006년 1월에 CACO는 EurAsEC에 공식적으로 합병되
었다.26)
중앙아시아에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며 경제적 통합을 지향
하려는 움직임은 CACO를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대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면서 각종 국제기구, 특히 유라시아 역내 안보 및 경제
기구들에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표 2-1]은 유라시아 역내 주요 다자 협력
기구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가입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에 기재된
기구들 외에도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27)
나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26) 이 밖에 핵 오염 피해 지역을 공동으로 정화하기 위한 중앙아시아비핵화지대(CANWFZ: Central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가 중앙아시아 내 독자적인 합의 기구로 남아 있다.
27) OIC는 이슬람 국가들의 국제 협의체로서 1992년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입하고, 뒤이어 1995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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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28) 등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
해 참여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아 생략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일단
공동의 현안을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

표 2-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라시아 역내 주요 협력 기구 가입 현황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CIS

ECO1)

CST2)

SCO

(1991년 창설) (1985년 창설) (1992년 창설) (1996년 창설)
○

○

○

○

EurAsEC
(2000년 창설,
2014년 해체)
○

(1991년 가입) (1992년 가입) (1992년 가입) (1996년 가입) (2000년 가입)
○

○

(1992년 가입) (1992년 가입)
○

○

△3)

○
(2001년 가입)

○

○

△4)
○

(1992년 가입) (1992년 가입) (1992년 가입) (1996년 가입) (2000년 가입)
○

○

○

○

○

(1993년 가입) (1992년 가입) (1992년 가입) (1996년 가입) (2000년 가입)
△5)

○
(1992년 가입)

×

△6)

×

주: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경제협력기구)
CST(Collective Security Treaty, 집단안보조약)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EurAsEC(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경제공동체)
1) ECO는 아시아의 1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외에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파키스탄, 터키가 회원국이며, 이란의 테헤란에 본부가 있음.
2) CST는 2002년에 CSTO(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로 개편함.
3)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CST의 창설 가입국이었으나, 1999년에 탈퇴함. 이후 2006년에 재가입했다가 2012년에
재탈퇴함.
4) 우즈베키스탄은 EurAsEC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2006년 CACO(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
시아협력기구)가 EurAsEC에 통합되면서 자동 가입됨. 2008년에 EurAsEC 탈퇴함.
5)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에 CIS 창설에 합의했으나, CIS 헌장에 비준하지 않음. 이후 2005년부터 준회원(Associate
State) 지위를 획득함.
6) 투르크메니스탄은 SCO에서 초청 국가(Guest Attendance) 지위로 참가 중임.
자료: 이금강(2018), p. 2의 표를 저자가 재구성함.

28) CICA는 1992년 10월, UN 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제안한 범유라시아 지역
협력 기구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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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정상이 정례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일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첫 정상회의가 열렸고 비자 취
득의 간소화나 상호 무역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심각한 물 부
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협력이
진행 중인 것도 고무적이다. 그동안 상류국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하
류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수자원을 둘러싸고 첨
예한 갈등을 벌여 왔다.
다만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역내 국가들의 내부 정치적 여건과 경제 구조, 그리고 외부
로부터의 영향력이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어렵게 하는 과거의 경향이 쉽게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앙집권화되고 불투명하며 부패한
체제라는 제도적 유산을 공유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에트의 유산으로 폄하
하기도 한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5개국이 모두 각기 나름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며 차이도 적지 않다. 키르기스스탄은 5개국 가운데 가장 민주화된
나라로 평가받으며 다원주의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 카자흐스탄은 국민에 대해
가급적 강제적 수단을 구사하지 않으면서 물질적 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국가로
분류된다. 또 카자흐스탄 집권자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시행해 왔
다. 타지키스탄은 독립 초기에 민주주의적 정치 형태를 보였지만 라흐몬 대통령
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면서 점차 권위주의 체제로 변질되었고 정부의 제도적 역
량(institutional capacity)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르크메니스탄, 그
리고 그보다는 다소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립주의적인
대외정책과 극도로 억압적인 국내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각국의 정치
체제가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도 서로 다른 방
식으로 행동해 왔다. 강한 성향의 집권자들은 주변국 지도자들을 그다지 신경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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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공통의 전략 목표를 추구하거나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보다는 역내 영향력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자연히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둘째, 석유와 가스를 보유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일정 정
도 지하자원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은 국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악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금이나 알루미늄 등 지하자원을 일부 갖
고는 있으나, 이를 경제 발전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 체
제를 유지해 왔다. 이 양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이며, 그마저도 러시아로의 이주 노동이 대부분이다. 자연히 러시아 경제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양국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수자원 상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농업이
가능한 하류 국가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전체 GDP의 60%
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경제 부국에 속해서 주변 저발전 국가들
로부터 노동 이주를 받는 입장이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 교역이나 노동 이주 등의 분야에서는 5개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대체로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경제 체제를 갖
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상보성이 대단히
취약하다.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구조는 협력의 동인으로 작용하지
만, 동시에 경쟁의 동인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역외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역내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상하이협
력기구(SCO) 등 유라시아 국제 다자 기구의 회원국이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
가 역내 국가들을 규합해 지역 협력을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ㆍ
러 모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더 선호한다. 예를 들어 2010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민족 분규나 과거 발생한 크고 작은 국경 충돌 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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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은 각기 막후에서 중재
노력을 하면서도 다자 기구를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29)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역내 통합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통합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늘
러시아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만일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역내 교통망으로 모두 연결되고 군사 협력과 무역 협정을 스스로 체결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은 진작에 감소했을 것이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주로 에너지 안보와 아프가니스탄 정세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통합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2019년 EU의 중
앙아시아 전략이나 2011년 미국이 추진했던 신실크로드구상(New Silk Road
Initiative)도 순수하게 중앙아시아만을 목표로 한 접근은 아니었다.

나. 역내 협력 가능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에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지
만, 최근 동향은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2016년 카리모프 우즈베키스
탄 대통령 사후 정권을 계승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점진적인 개혁을 표방
하고 불편했던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비자 발급 제한을 철폐하는
가 하면 국경을 개방해 자유 왕래와 무역 증진을 촉진했다. 나아가 우즈베키스
탄은 이전 정권에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비난해 마지않던 타지키스탄의 로
군(Rogun) 수력발전댐 건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년 역사적
인 아스타나 정상회의 이후 역내 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종종 논의되어 왔던 ‘중앙아시아연합’, ‘중앙
아시아연방’ 또는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 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
왔다.30)
29) Bolonina(201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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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내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아시아라는 지역 정체성을 5개
국이 모두 인정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독립 이후 30년
동안 각국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데 열중해 온 까닭에 지역 공동의 정체
성을 공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아시아라는 지역 정
체성이 사실상 외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주민과 민족이 공유하는 정체성은 아닐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중앙아시아의 통합에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중앙아시아의 통합을 지
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않으
며,31)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다자보다는 양자 관계를 더 선호할 것이다. 특
히 중국은 일대일로를 내세워 중앙아시아의 역내외 연결성(connectivity)과
무역 증진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역내 국가들이 일대일로의 계
획에 동참하고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고자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기대
하는 것으로 보인다.32)
완전한 지역 통합은 차치하더라도 상당 수준의 역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어느 한 나라도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무역ㆍ물
류의 허브 국가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5개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들, 즉
인구 문제, 대중국 의존도의 심화, 이슬람 과격주의의 유입, 마약 문제, 기후 변
화와 수자원 관리 등 중대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려면 국가 간, 민족 간에 누적
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증진해야 하며,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 개혁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더욱이 각국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5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9년 7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직후, 양국
의 대통령이 서로 껴안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은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30) Meshcheryakov(2014), pp. 66-70.
31) Tolipov(2017), Laruelle and Kourmanova eds., p. 27.
32) Zogg(2019), p. 4.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 61

적 분위기를 보여 주는 의미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포옹만으로 중
앙아시아 지역의 협력 관계를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2018년 카자흐스탄 정상회의에서 협의되고 합의된 안건들이 거의 실행되지
못하는 사실이 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
가. 협력의 성과
대체로 한국의 외교 지향은 유라시아 대륙보다는 태평양 지역을 향해 있었
다. 과거 정부들에서 북방 외교와 유라시아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
책을 다양하게 입안 및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
로 한 한국 외교의 정향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개선되지
못한 남북한 관계로 인해 러시아 극동이나 중국 동북 3성과의 직접적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안보의 특수성상 대미 외교 편중으
로 대중, 대러 및 대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전폭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제한이 있
었기 때문이다.
안보 및 외교 정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북방 및 대
유라시아 정책을 통해 러시아,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모
색하고, 한반도 경제성장의 블루오션을 탐색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
아 대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그에 따라 지난 30년간 우리 외교가
유라시아에서 거둔 성과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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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좁혀 보면 그 성과는 더욱 뚜렷하다. 2022년
관계 정상화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력을 외교와 안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다음의 세 가지 성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외교 지평의 확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한국 외교는 전통적
으로 태평양 지역 중심의 정향이며, 동북아 4강에 집중되어 있다. 한미 동맹하
에서 미국과의 협력 수준 조정, 경색된 남북한 관계의 관리, 그리고 접경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 및 외교 갈등 해결 등이 한국 외교
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동북아 4강에 제한된 한국 외
교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으며, 노태우 정부의 대공산권 북방 외교를 필
두로,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구상,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
인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 외교의 아시아, 유라시아
로의 외연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정책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성공은 활발한 정상 외교와 공적개발원조
(ODA)가 거둔 성과였다. 1992년 수교 이래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 15회,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17회, 한국-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2회, 한국타지키스탄 정상회담 3회,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이 5회 개최되었는
데, 국가에 따라 차이는 크지만 지역 전체로 본다면 횟수가 적지 않다. 또 우리
나라가 제공하는 ODA의 경우, 일반협력국에 카자흐스탄이, 중점협력국에 우
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포함된다.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 63

그림 2-1.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ODA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1).

그림 2-2.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ODA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1).

64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그림 2-3.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ODA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1).

그림 2-4. 한국의 대타지키스탄 ODA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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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ㆍ러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정치가 응집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한
국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국제 언론과 연구자들의 긍정적 평가는 적지 않다. 최
근 유럽 언론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정학적 여건과 역사적 연원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ㆍ러보다 더 자
유로운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이 중앙아시아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접근
정책을 위협적으로 인식해서 한국을 대안적인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고려인을 매개로 한 역사적, 정서적 교감도 한국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33)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산하 데이비스센터(Davis Center)는 2021년 7월
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전 총재인 일본인 치
노 타다오(Chino Tadao)의 주도로 대중앙아시아 개발 정책에 관여해 온 일본
과는 달리 한국은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재외동포
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KF 글로벌e스쿨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앙
아시아에서 외교적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30만 명의 고려인이 여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 보고
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며, 나아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나 EU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좋은 방책
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34) 또한 미국의 비정부 싱크탱크 기관인 ‘카스피해정
책센터(Caspian Policy Center)’는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아시아에
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2021년 8월 4일 자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35)
33) Nikolova(2021), “South Korea Is Becoming a Real Alternative to Russia and China in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0).
34) Davis Center(2021), “Korea and Japan in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0).
35) Cekuta and Schulz(2021), “It’s Not Only China: Japan and Korea’s Growing Rol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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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과정은 글로벌 차원에서 한
국의 외교력이 크게 상향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은 단기간에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례적인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와 선
진 국가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한국의 경
제력 증진과 외교력 확대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과 지역 주민의 한국에 대
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로 이어졌다.
둘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 외
교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들 국가의 대북한 관계는 거의 단절 수준으로까
지 축소되었다. 소련이 해체된 뒤, 북한은 카자흐스탄(1992년)과 우즈베키스
탄(1993년)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1998년 카자흐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철
수한 후, 북한은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관을 중앙아시아 거점 공관으로 운영
해 왔으나 이마저도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
청에 따라 폐쇄하였다.36) 냉전 시기처럼 우리 정부가 남북한 대외 수교국의 수
로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남한 편중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으로 기
여한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현지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지지를 얻기가 수월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한-중앙아시아 협력 사례는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에 초
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이후,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전략핵탄두 1,410개, 대륙간탄도미사일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36) 북한은 1998년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가 2012년 말부터 대사관을 재개설하기 위해 대
표단을 파견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말 카자흐스탄 외교부로부터 공관 재개 허가를
받고 개설 직전까지 갔었으나, 당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확산되고 있
는 시점에서 북한 공관 재개설은 적절치 않다는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결국 공관 재개설이 무산되었
다. ｢중앙아시아에서 퇴출당한 북한｣(2016.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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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104기, 전략폭격기 40대 등 막대한 핵 전력을 계승하게 되어 미국, 러
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4위의 핵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나자르바
예프 초대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세미팔라틴스크 핵 실험장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 주민들의 보건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동 핵 실험장의 폐쇄를 결정한다. 뒤이어 카자흐스탄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
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1993년 IAEA 가입, 1994년 NPT 가입을 달성
하고, 1995년 4월까지 카자흐스탄 영내 모든 전략핵탄두를 러시아로 이관했
으며, 동년 5월 핵 실험장에 있던 실험용 핵탄두를 제거함으로써 공식적인 비
핵 국가로 거듭났다.37)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핵화에도 적극적으
로 나서 핵 비확산과 반핵 정책을 위한 중앙아시아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이
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추진해 왔다. 특히 북핵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이
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고,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및 핵 비확산 정책의 경험과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
고 있다.
국내의 중앙아시아 외교ㆍ안보 전문가인 고재남은 카자흐스탄과 북한의 핵
국가화 배경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이 매우 달라 북
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한-카자흐스탄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한다. ① 카자흐스탄의 이란 핵 협상 장소 제공 사례
처럼 북한 핵 협상 장소로 활용 방안 강구 ②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비핵지
대화 조약’을 벤치마킹해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을 위한
협력과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공조 ③ 러시아의 CSTO를 통해 카자흐
스탄에 제공되는 핵우산 메커니즘을 현존하는 ‘북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37) 고재남(2021),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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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적용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모색하는 방안
강구 등이다.38)
셋째는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의 진전이다. 과거 강력한 한 나라가 세계 주요
현안의 결정을 좌우하던 경향은 2000년대 들어 점차 다자주의를 표방한 통합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정 국가가 자국의 국익에 따라 국제 현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가 간 경제적ㆍ인적ㆍ
물적 교류는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분쟁일지라도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또 해결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와 감
염병의 확산처럼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자
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도 다자주의와 지역 통합에 대한 관
심과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다자협
의체는 2007년 한-중앙아 외교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 출
범을 시작으로, 2017년 상설 사무국인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설립,
2020년 ‘한-중앙아 경제협의체’ 설립으로 발전해 나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다자주의 협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비록 아직은 역내 자발적인 다자 협력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역외 유라
시아 차원에서 작동하는 각종 다자 기구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와 역할
이 커지고 있다. 국내의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연구자인 박상남은 SCO를 사례
로 들면서 동 기구의 다자 틀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실
용주의에 입각하여 이해의 간극을 조정하고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심화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이 주변
강국인 러ㆍ중 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SCO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신생국가들의 국가건설
38) 고재남(202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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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독자적인 대외정책 수행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SCO가 동아
시아에 주는 교훈에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는 있지만 주변 강대국이 함께 참여
하는 다자주의 형성이 군사ㆍ안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군비경쟁과 분쟁을
억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바, 이는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 간의 긴장이나 분쟁을 억제하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
여 준다고 강조한다.39)

나. 협력의 한계
첫째는 경제에 편중된 협력이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에너지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자원 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원 외교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적지 않다.
물론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자원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니
다.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인프라 건설을
필두로 하여 경제 분야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만큼 큰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와 행정 시
스템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 개방성, 인구
밀도가 낮고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어 좀처럼 시장이 확대될 수 없는 인구학적
및 지리적 특수성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확대의 장애 요인이다.
자원과 경제 이외에 이렇다 할 정치ㆍ안보적 협력 현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협력 성과가 낮은 요인이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에서 안보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을 증진
해 나가야 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제 현안

39) 박상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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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원과 경제에 편중된 협력이 주를 이루다 보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은 상대적 자원 빈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들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기는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정상 간 방문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
나,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정상 외교의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늘 배제되어 온 탓에 당국의 불만이 적지 않
았다.
둘째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 역내 강대국 이익 외교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
요성이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간 협
력과 경쟁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나라별로 차이는 있
으나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경제적으로는
대중국 종속 정도가 날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양
적, 질적 규모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이점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생활밀착형이다. 따라서 한국이
정치ㆍ안보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 중ㆍ러와 경쟁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
한 고민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는 EU나 일본 등에도 공통된 것이다.
셋째는 상호 비대칭성이다. 현하(現下)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협
력 성과가 기대만큼 도출되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총체
적으로 상호 비대칭성이 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다. 상호 비대칭성은 두 가지 형
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비대칭성이다. 다시 말해, 중
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세(國勢) 차이가 지나치게 두드러져 한국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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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균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
니라 정치와 기타 사회ㆍ문화적 협력과 교류에서도 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만이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 나머지 3개국과는 가시적으로 교
류를 확대하거나 활발한 외교를 추진하지 못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폐쇄
적인 정치 지형,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낮은 개발 수준은 한국이 이들
나라를 적극적 외교 대상으로 삼는 데 장애로 작용하며, 이는 단기간에 개선되
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비대칭성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인지
적 거리감이다. 상호인지적 거리감은 지리적 거리감과는 다르다. 아무리 지리
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일지라도 상호인지적으로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 멀리 떨어진 대상과 동질성을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아
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인지적
거리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다양한 정
책을 시행했던 노력에 비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적 노력은 양적, 질적
인 면에서 비대칭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창설하
고 사무국을 개설하여 양측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
했던 만큼의 활발한 논의나 협력 사례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는바, 이 또한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40)
물론 한국 상품과 한류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공히 한국에 대한 중
앙아시아 주민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2015년에 실시된 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인지평균
3.73(5점 만점), 호감평균 4.08로서 한국을 잘 알고 있으며,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인식 평균은 4.80, 경제적 인식
은 4.46, 사회적 인식은 3.97, 문화적 인식은 4.56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41)
40) 엄구호(2017), ｢대 중앙아 협력 다시 점검해 볼 때이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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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사 결과는 단지 카자흐스탄에만 국한된 것이며, 유사한 조사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여타 나라에서 실시된 바 없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도 발견하
지 못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국가 이미지의 긍
정적 변화에 관해서는 통계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체감할 수 있을 뿐
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도 찾기
힘들며, 하물며 타지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대한 한
국인들의 기초적 지식도 대단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 정부 차원에
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도가 결코 낮지는 않다. 이것이 또
하나의 비대칭성이다.

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
가. 인간안보를 위한 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초기부터 주로 자원과 경제 분야
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 주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높은 경기 변동성, 협소한 시장, 경직된 정치 문
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협력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
는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바꿀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한다. 즉 그 지역의 인간에 접근하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원이나 인프라에 집중된 협력 안건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라는 주문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점하는 거대한 파이의 빈틈을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41) 김미애(2016),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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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은 협력의 다각화에 적극적이다. 물에 대한 협력이 그 대표적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기후가 열악하고 토양이 척박한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의 배
분을 놓고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은 잘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역내에서 대표적인 수자원인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의 물을 분배받으
려는 나라들 사이에서 무력 충돌과 철도 통행 제한 사태까지 초래된 바 있다.
상류 국가와 하류 국가들 사이에 협의와 양보,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물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다자주의 협력 기제가 미진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좀처럼 수자원
공유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최근 역내 다자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물을 둘
러싼 갈등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42)
카자흐스탄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안보 전체의
핵심요소로 지목하고 있어 향후 수자원 관련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43)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
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이며, 이 분야에서 공공ㆍ민간 교
류를 활성화하고 카자흐스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진
행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나라 물 기업의
해외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44)
42) 더욱이 지난 50년 동안 기후 온난화로 인해 톈산산맥의 빙하가 1/4 이상 녹아내렸는바, 그 규모와 속
도는 지구 전체의 빙하 감소의 평균 규모와 속도를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상황
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무렵에는 현재 남아 있는 빙하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며, 톈산산맥의 빙하에서
빙하가 녹은 물을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해 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조만간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9년 타슈켄트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정상회
담에서 타지키스탄의 라흐몬 대통령은 빙하 감소로 인한 역내 주요 하천의 수위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
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영한(2020), ｢중앙아
시아 수자원 분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43) 코로나19 발생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산품의 자체수급, 지속적인 대국민 식료품 공급의 문제가 표
면 위로 떠올랐다. 2020년 5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교서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
한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그것은 바로 식량안보가 국가안보 전체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식량안보 이슈 부각
으로 농업 분야에 대대적 지원 추진｣(2021.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9).
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ㆍ기술, 세계 11개국에 진출｣(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6. 18).

74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또 우리나라 환경부는 2020년 8월부터 무상원조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인바,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을 낮추고 소모 전력을 줄임으로써 현지 물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를 비롯한 한국의 물 기업이 주도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
우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각종 물 인프
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45)
수자원뿐만 아니라 환경과 의료ㆍ보건 분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에서 대
단히 비중이 크다. 이는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위협이 핵이나 전쟁
못지않게 국가안보와 인류 전체의 생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안보에
대한 최근의 인식 전환에 부합한다.46)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서 당시 작성된 ‘인간
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는 인간안보를 ‘공포로부
터의 자유 및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하면서 질병, 기아, 실업, 범죄, 사회적
갈등, 정치적 억압, 환경 재해 등을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규정
한다. UNDP는 인간안보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식량안보(food
security), 보건안보(health security),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개인안보(personal security), 공동체안보(community security), 정치안보
(political security) 등 7개 분야로 구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안
보에 대한 관심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간안보
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은 가까운 미래에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인간안보와 관련하여 UNDP는 매년 세계 각국의 실질국민소득과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45) ｢한-우즈벡 물관리 협력 강화...물산업 신북방 진출 확대｣(2020. 1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46) 비전통 안보에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ㆍ초국경적 안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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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순위
와 2015년 순위를 비교해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이
인간안보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189개
국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는 중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다.

표 2-2. 2020년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간개발지수 순위
국가

2020년도 순위

2015년도 순위

카자흐스탄

51

56

우즈베키스탄

106

114

투르크메니스탄

111

109

키르기스스탄

120

120

타지키스탄

125

129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Index (HDI) Ranking”(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5)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그러나 인간안보 협력에서 중앙아시아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카자흐스탄은 국제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대한 기여
도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이다.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독립한 이후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생물학 무기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
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회원국이다. 인간안보는 정부나 대통령의 연설과
정책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카자흐스탄 정
부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해
국립 전염병감염연구센터(NRCHID)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아시아는 지리나 기후 특성 탓에 영토의 상당 지역이 흑사병,
콜레라, 툴라레미아, 브루셀라병 및 기타 감염병 발생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다르다.47)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감염병 전문 연구센터를 국립으로 운영
47) ｢카자흐스탄 정부, 전염병 연구센터 중심 코로나19 국제협력 확대｣(2020. 5. 7), 온라인 기사(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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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감염병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을 개
혁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의욕을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1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엄중한 상황임을 역설하면서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감염병 통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약 1조 텡게 이상을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
령은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전달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50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는 점과 100만 명의 취약계층 국민이 물품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48)
이런 추세에 맞춰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보
건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기업이 설립한 알마티 씨젠랩
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PCR 검사기관으로서 코로나19 진단 서비스 및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등 카자흐스탄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
여했다. 2020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한-카자흐 보건의료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 간 의약품 협력 및 감염병 대응협력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공
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49)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부족하
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적과 내부적 반성으로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감염병 연구와 방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는 환경과 보
건, 인간안보와 관련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을 가
능케 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감염병 확산에 직면해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과 의료 부
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 7. 29).
48) 오상호(2020), ｢2020년 가을의 문턱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한 것은?｣(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7. 27).
49) 경제외교 활용포털(2020),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과학기술ㆍ보건의료ㆍ농업
환경ㆍ문화교류 분야로 확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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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두교서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보건ㆍ의료 부문 개선을 위해 추
진할 각종 방안이 담겨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간안보를 고려할 때, 가장 시급
한 과제는 환경 문제로서 특히 아랄해 주변의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아랄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內海)였으나, 기후변화와 대규모 개간사업, 농업용
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량이 90% 감소하여 현재는 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죽음의 땅으로 변모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랄해를 생태계 파괴와 환경
재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아랄해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해 ‘아랄해를 위한 유엔 인간안보 다자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4월 한국ㆍ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 공동 선언을 통해 “아랄해
신탁기금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아랄해 재난 경감을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유엔개발계획 다자신탁기금에 2020년 80만
달러, 2021년 20만 달러를 공여할 예정이다.50)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함에 따라
테러와 마약, 기타 위협 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인간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인간안보를 위해 한 층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아울러, 현지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중간국 및 중견국 연대
‘중간국(in-between countries)’은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를 일컬으며, 주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유라시아 정치 공간에서
유사한 고민에 직면한 구소련 국가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중앙아시아는
50) 외교부(2020), ｢아랄해(海)를 위한 유엔(UN) 인간안보 다자신탁기금에 2년간 100만불 공여｣(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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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나 조지아처럼 러시아와 NATO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거나 선택
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경험은 없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군사적 진출을 단행한
후 잠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미ㆍ러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시
도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이들 국가의 내부적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 이
익을 획득하기 위한 집권자의 단발적인 일탈행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
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다. 아직은 안보 측면에서는 러시아에 편승
하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는 실리주의적 경향이 크지만, 예상 밖으
로 빠르고 거센 기세로 밀려드는 중국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서 경제적 종속까지 운위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국과 탈레반 정권과의 유착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현시점에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 일대에 영향
력을 확대하지는 않을지 의심하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미 견제를 위한 전
략적 유대가 절실한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아프가니
스탄을 둘러싼 안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중국의 경제 확장에 위기감을 느끼는 현지
주민의 반중 정서도 여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ㆍ러 간
갈등선이 중앙아시아에 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과거 중앙아
시아 역내 국가들은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균형 외교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다. 이러한 외교 감각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생존 본능에서 발현
되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국제적 차원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한 가
운데, 중앙아시아에서도 미ㆍ중 갈등이 어떤 형태로 불거질지 예측하기 힘들
다. 그 구도가 중ㆍ러가 되었든, 아니면 미ㆍ중ㆍ러가 되었든 중앙아시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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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국들이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다수 강대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 주변국과 연대의 변동이 지역안보와 세계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강대국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국가들51) 가운데 특별히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에 주목한다. 오늘날 중견국이라는 개념은 단
순히 국가의 규모나 경제력에만 주목한 개념은 아니다. 국가의 객관적인 능력
보다는 행태와 규범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즉
중견국이 되려면 영토 및 인구의 규모 이외에 중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다자주의적 외교와 국제기구에 참여할 것이 강조된다.
선량한 국제시민이 되고 보편적 이익과 국제적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중견국의 주요 행태적 특성이다.52)
중견국의 역할은 인간안보와도 직결된다. 중견국이 개입할 수 있는 동시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이나 어젠다는 대개 인도주의적, 도덕적, 윤리적,
헌신적, 이타적, 평화애호적인 것 등이다. 다시 말해 인권, 인도적 지원 또는 개
입,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녹색성장, 자연재해, 해적 퇴치, 테러 방지, 핵
확산 방지, 평화 유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53)
다만 중견국은 강대국 중심의 권력정치가 작동하는 국제체제하에서 자국의 구
조적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견국은 강대국과 달리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추동할 역량이 미흡
하기 때문이다.54) 이러한 이유로 다자적 연대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견국의 개념을 더 이상 깊이 있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역사적
및 지정학적 경위와 국력의 상대적 크기 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51) 전봉근은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는 나라들을 ‘중소 중추국’이라는 개념으로 설
명한다. 전봉근(2018), p. 1.
52) 박상남 외(2014), p. 33.
53) 김우상(2013), p. 335.
54) 박상남 외(201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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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인 중견국으로 거론되며,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열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전방위 외교라는 대외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관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비교
적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표
방함으로써 신생독립국이자 약소국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중견국으로
부상했다.55)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인접하거나 미ㆍ중ㆍ러의 이해관계 사
이에 ‘낀’ 모든 국가는 같은 전략적 고민을 공유한다. 즉 인접 강대국에 대한 과
도한 외교적ㆍ군사적ㆍ경제적 의존성을 탈피하고, 강대국 간 분쟁에서 벗어나
고자 한다. 모두 외교적 자율성 제고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다. 국내 외교 문제
전문가인 전봉근은 주변정세 인식 및 외교목표와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들을 연
결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유라시아평화번영벨트(Eurasia Peace
and Prosperity Belt)’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대표하는
‘믹타(MIKTA)’에 더해 ‘유라시아평화번영벨트’가 한국의 ‘중소 중추국’ 외교
를 대표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6)
유라시아의 동쪽과 중앙에 각각 위치한 중견국으로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강대국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외교에 대해 연대하면서, 강대국의 이해가 첨
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외교와 대화,
평화적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의 공동 노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2020년 경제력 세계 10위, 국방력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이미 국제
사회로부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는 한국의 이러한 급성장 과정이 하나의 ‘신화’로 인식된 지 오래이며, 단기간
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일
55) 박상남 외(2014), pp. 18~19.
56) 전봉근(201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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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부터 있었다. 아직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지
는 않지만, 한국은 충분히 전 세계 중간국과 중견국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역
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주
도하는 중간국 연대와 중견국 연대는 능히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공외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공공외교는 이미 주변국에 모범 사례 또는 경계의 대
상이 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에 비하면 운용 규모
나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여전히 열세이지만, 한국은 강대국들과는 차별화된
목표와 콘텐츠를 통해 공공외교의 질을 높여 왔다. 한국의 공공외교 전문가인
김태환은 공공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공외교는 흔히 외국민을 대상으로 매력 자산을 사용하여 자국을 알리며
(inform),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influence) 관여(engage)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자국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비전통적 외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치적 집단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공공외교를 “무정부 국제사회에서 소통을 통
해 자국의 국가ㆍ민족 정체성 또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정
(recognition)’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7)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공공외교는 타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공공외교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앞에서 지적한 한국과 중앙아시
아 국가들 간 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내재하는 ‘비대칭성’으로 인해 우
리의 공공외교 역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주로 집중되어 왔고, 나머지
3개국에 대한 공공외교는 ODA 공여의 형태로 일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은 국제적 수준의 세계 전략이 필요하며, 동북아
57) 김태환(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도적 가치와 규범에 초점 맞춰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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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와 한반도 주변만을 응시하던 전략의 시선을 유라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그동안 한국이 축적해 온 공공외교의 자산을
확대 및 강화하고, 현지 국가의 주민으로 하여금 한국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
록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도 상호인지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중앙아시아에서 범용적으
로 통용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념화가
필요하다. 즉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지 주민이 받아
들이기 쉬우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일종의 ‘캐치 카피’를 만들어야 한다.
타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성이 높은 특징, 긍정적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평가받
을 수 있는 특징을 드러내는 정확한 표현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한국의 고유문
화에 나타나는 추상적인 특징을 종합할 만한 상징성을 갖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이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단시간에 이룩한 발전을 상징하는 표현이
어도 좋다. 또 한국의 상품이 타국의 상품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을 표상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개념화와 더불어 콘텍스트도 중요하다. 한국의 이미지를
문맥화(contextualization)하고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연계된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
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해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압축된 현대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현지 주민에게 전달하
는 작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 중앙아시아 주민이 공유하는 자연관이나 정서
등을 한국의 것과 연결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
그램을 주로 정부 주도로 기획 및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문화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도 있다.
둘째, 투사형 공공외교에서 주창형 공공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사형
(投射型) 공공외교(projection public diplomacy)’란 한 국가의 역사나 문화
정체성을 상대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 83

의 국가 브랜드화도 투사형 공공외교의 일환이다. 이에 비해 ‘주창형(主唱型) 공
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는 특정 국가가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
치와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나 정책, 규범 등 관념적 요소에 초점
을 맞추는 공공외교를 말한다. 최근 주목받는 지식 및 정책 공공외교가 여기에
해당한다.58) 한국은 그동안 주로 투사형 공공외교에 주력하며 한국과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데 힘을 기울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현지인에게 한국과 한국적인 것을 알리는 작업은 응당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이 주장하는 것을 대상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
보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서 중요한 역할자로 취급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열망하는 많은 국가들의 전범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제적 난제
를 해결하고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나서 주길 원한다. 인간안보로
개념화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강대국의 힘의 정치에 선택을 강요받
지 않는 중간국들의 연대를 구현하는 일 역시 한국이 주창형 공공외교에서 추
구해야 하는 가치이다.
다만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가 만연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 한국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가 자칫 내정 간섭과
정치적 선전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나 ‘인간 안보(human security)’와 같이 자유주의와 반(反)자유주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중도적 가치와 규범, 어젠다를 개발하고 중앙아시아의 구체
적 현실과 당면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감염병의 전 세
계적 확산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 지형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e커머스와 배달
58) 김태환(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도적 가치와 규범에 초점 맞춰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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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원격 의료ㆍ교육ㆍ모빌리티 서비스 등 비대면 플랫폼 산업은 폭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키워드들과 일치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의 이용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회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
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이제 비대면은 보조재가 아니라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 아이
템은 무궁무진하며, 자원과 인프라 및 대기업 중심의 경협에 집중하는 강대국
들과 차별화해 이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면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 충분히
강점이 있다.59)
우리 외교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도로 변화를 모색
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수행해 온 우리 공공외
교 활동에 예기치 못한 도전이 되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외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매체도 다변화했
다. 정부는 온라인 의사소통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
을 비대면ㆍ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와 같은 디지털 공공외교의 주류화
는 전 세계인이 시공의 제약 없이 우리의 문화와 정책에 한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 영국의 세계적인 시사문화지 모노클
(Monocle)이 발표한 2020/2021년 국제 소프트파워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독
일에 이어 2위를 기록한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 공공
외교 노력을 다방면으로 쏟은 성과였다.60)

59) 위에서 인용했던 카자흐스탄 주민의 대한국 인식 조사의 연구자는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을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경로는 인터넷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험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많았다고 평가
하면서, 이는 문화 콘텐츠, 문화 교류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카자흐스탄과의 문화적 교
류를 활발히 하고 소프트파워의 자산을 증대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국가 이미지 홍보에 효율적인 대책이
라고 제안한다. 김미애(2016), pp. 48~49.
60) ｢외교부 서은지 공공문화외교국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2021. 1.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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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에 대한 관
심이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호감
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여기에도 디지털 공간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 제4
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불가역적인 비대면 방식이 인간 접촉과 교류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때,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해 온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필연적으
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외교가 중요해질 것이
고 나아가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보다 한 단계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간외교
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취하며, 한국 또한 여전히 정부가 많은 부분을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민
간 차원의 외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와 창의의 교류로 방향
을 잡아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치와 경제 협력을 진전시
키는 정부 차원의 MOU 체결과 프로젝트 추진만큼, 문화를 매개로 한 민간협
력의 프로젝트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이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
성화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향후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디지털 공공외교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수단이자 촉매제로
진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강대국 간 갈등 구도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다자주의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한국의 공공외교가 글로벌 연대와 포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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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
가.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대
체로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실적이 새로 확립된 경제구
조 및 경제질서와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실제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실적은 2007~08년에 절정에 이르러 2014년
에 끝난 국제적 자원 호황에 좌우되었다. 이는 특히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
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러했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
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 호황에 발맞추어 노동력을 공급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석유 붐은 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다른 상품들도 호황을 누렸는데, 특히 개별 국가로 보면 구리(우즈베키스
탄)와 금(키르기스스탄) 등 각종 광물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타지키스탄은 알
루미늄 가격 상승의 혜택을 입었다.
여기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거시경제실적과 부문별 경험 및 특징을 분석
한다. 1990년대에는 5개국 모두 체제전환 불황을 겪었고, 그 이후에는 비록 성
장률의 크기는 달랐지만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누렸다(표 3-1 참
고). 국제 기준(1일 2달러 이하)에 비추어 빈곤을 실질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이
내세울 만한 성과이지만, 일부 국민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61)

61) 빈곤율을 엄밀하게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후 등으로 인한 기초 필수품의 차이를 반영
하여 국가별로 빈곤선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국제 비교는 상이한 가격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PPP 측
정에는 일부 가격과 연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값은 근사치이다. 세계은행과 UNDP의 1인
당 소득 측정은 이러한 문제를 내포한다. 세계은행 데이터는 키르기스스탄의 1인당 소득이 타지키스
탄과 비슷하고 우즈베키스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면, UNDP의 데이터는 키르기스스탄
의 소득이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하고 타지키스탄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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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카자흐스탄

9.8

7.3

7.4

4.8

6.0

4.2

1.2

1.1

4.1

4.1

4.5 -2.6

우즈베키스탄

3.8

7.3

7.8

7.4

7.6

7.2

7.4

6.1

4.5

5.4

5.8

1.6

5.0

키르기스스탄

5.4 -0.5

6.0 -0.1 10.9

4.0

3.9

4.3

4.7

3.5

4.5 -8.0

6.0

타지키스탄

8.3

7.4

6.7

6.0

6.9

7.1

7.3

7.5

4.5

5.0

투르크메니스탄

18.6

9.2 14.7 11.1 10.2 10.3

6.5

6.2

6.4

6.2

6.3

0.8

4.6

6.5

7.5

7.4

3.2

주: 2021년은 예측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9. 10).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표 3-2]와 [표 3-3]은 중앙아시아 정부가 21세
기에 통화와 재정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투르크메니
스탄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공공지출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상당
한 차이가 있다.

표 3-2. 중앙아시아 국가의 사회경제지표(2019/2020년)

인구
(2019년)

HDR
백만 명

출생 시
기대수명
(2019년)
HDR
세

GDP
(2020년)

WDI
10억
달러

1인당
GDP
(2020년)
WDI
달러

1인당
GNI,
구매력기준
(2019년)
HDR

1인당
GNI,
구매력
기준

18.6

73.6

181.6

9,812

우즈베키스탄

33.0

71.7

57.7

1,719

7,142

키르기스스탄

6.4

71.5

8.8

1,374

타지키스탄

9.3

71.1

8.3

890

투르크메니스탄

5.9

68.2

45.2

7,612

(2019년)

인터넷
사용자

군대

(2019년)

(2020년)
WDI

2017년 PPP(달러)

카자흐스탄

외채

22,857 22,829

WDI
10억
달러

WDI

WDI

전체
인구

천명

대비, %

156.2

81.8

71

6,652

21.7

55.2

68

4,864

4,494

8.3

38.1

20

3,954

3,728

6.6

21.9

16

14,909 13,615

0.5

21.2

14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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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GDP 대비 정부 수입과 지출(2001~20년)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25.7 22.5 25.4 24.6 28.1 27.5 28.8 28.3 22.1 23.9 27.0 26.3 24.8 23.7 16.6 18 19.3 21.4 20.0 17.8
34.3 35.5 33.4 32.2 30.8 34.4 35.6 40.7 36.7 37.0 40.2 41.5 35.9 34.9 34.4 32.5 30.5 27.7 27.9 24.7
21.4 23.7 23.4 24.2 25.8 27.4 31.2 30.3 33.3 31.2 32.7 34.7 34.4 35.3 35.6 34.7 37.0 32.4 34.0 31.7
15.2 16.7 7.3 17.9 20.1 23.6 22.5 22.1 23.4 23.2 24.9 25.1 26.9 28.4 26.9 28.8 27.4 29.0 27.3 24.2
21.8 18.2 23.1 20.3 20.5 20.2 17.3 20.9 20.4 15.8 18.3 22.2 17.4 17.9 16.5 12.8 12.2 13.5 13.2 12.3

지출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 20.5 21.4 22.0 22.1 19.8 23.7 27.1 23.5 22.5 21.2 21.9 19.8 21.3 22.9 22.1 25.9 18.8 20.2 23.1
35.6 37.4 33.2 31.6 29.5 30.7 31.0 33.0 34.4 33.4 32.4 33.7 33.6 31.6 33.6 32.1 29.9 26.0 28.2 28.8
28.1 29.6 28.6 29.1 29.6 30.1 31.8 29.3 34.4 37.1 37.4 40.6 38.1 34.3 36.8 39.2 40.0 33.0 34.1 39.0
18.4 19.2 19.1 20.3 23.0 21.9 28.0 27.2 28.6 26.1 27.0 24.6 27.7 28.4 31.8 39.4 33.9 31.8 29.4 30.2
21.1 18.0 19.4 18.9 19.7 15.0 13.4 10.9 13.4 13.8 14.6 14.7 16.9 17.0 17.2 14.1 13.3 13.7 13.5 13.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1. 9. 10).

시장경제의 다양성은 자원호황의 결과가 어떻게 각국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
치는지, 각국이 세계 자원가격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결정하는 역할
을 해 왔다. 석유ㆍ가스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압도적으로 늘었지만 5개국 모두 교역과 투자 흐름에 대해 개방적인 입
장을 취하였다(표 3-4 참고). GDP 대비 무역 비율의 변동은 무역 자유화의 정
도(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크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작
음)를 반영하지만, 이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낮은 GDP(따라서 무역
/GDP 비율이 가장 높음)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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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GDP 대비 상품교역 비율(1994~20년)
(단위: %)

카자흐스탄

1994 2000 2004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2.0

49.3

81.7

57.6

54.8 41.50 46.4

46.5

52.1

52.3

우즈베키스탄

141.1 147.8 105.1 91.0

65.8

58.0 47.49 49.8

31.7

29.3

27.9

-

키르기스스탄

40.0

40.1

63.8

45.1

43.4 25.54 32.0

37.4

56.0

62.2

57.7

타지키스탄

39.0

77.3

75.1 100.5 107.2 94.5 82.52 83.4

81.3

86.2

78.6

73.0

52.7

54.4

54.5

60.4

투르크메니스탄

75.7

76.2

70.1

76.9 169.7 101.4 90.7

62.4

61.7 52.31 57.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1. 9. 10).

표 3-5.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및 유출(2001~20년)
(단위: 백만 달러)

A. 유입 FDI, 2000~20년(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카자
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2,835 2,590 2,092 4,157 1,971 6,278 11,119 14,322 13,243 11,551 13,973 13,337 10,321 8,406 4,012 9,069 4,669 3,628 2,874 3,877

83

65

83

177

192

174

705

711

842 1,636 1,635 563

629

632 1,041b 1,663b 1,797b 625b 2,316b 1,726b

5

5

46

175

43

182

208

377

189

438

694

293

626

248 1,142 467

-107

144

404

9

36

32

272

14

190

398

815

131

155

227

262

168

408

307

360

213b 107b

170

276

226

354

418

731

856 1,277 4,553 3,632 3,391 3,130 3,528 3,830 4,398 4,522 2,086a 1,997a 2,129a 1,169a

545

434

-331

B. 누적 FDI, 2000~20년(단위: 백만 달러)
유입 FDI(누적)

카자흐스탄

유출 FDI(누적)

2000

2010

2020

10,078

82,648

151,396
b

2000

2010

2020

16

16,212

14,152

우즈베키스탄

a

698

b

b

2,564

10,264

-

152

196b

키르기스스탄

432

1,698

4,205

33

2

897

a

타지키스탄

136

1,226

3,129

-

-

186a

투르크메니스탄

949a

13,442a

39,323a

-

152b

196b

주: a = 추정치, b = 자산/부채 기준.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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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붐과 관련하여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빈곤한 중앙아시아 3개
국의 노동력이 러시아로 대거 이동하였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어 왔다는 점이다.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 흐름은 1990년대의 내전과
극심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찍 시작되었지만, 석유 붐으로 인해 러
시아 내 건설현장 등지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자 수가
급증하였다. 이주자 수와 송금 규모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컸지만 국내총생산
(GDP) 대비 송금 비율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았다.62) 2010년
대 초까지 가장 빈곤한 3개국의 송금 흐름은 외국인투자나 개발원조의 규모를
훨씬 넘어섰다(표 3-6 참고).
비즈니스 용이성(표 3-7 참고)과 경제적 자유와 부패(표 3-8 참고)의 척도는
2000년대 들어 소폭 개선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모든 지표에서 가장 좋은 평
가를 얻었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키르기스스탄이 이러한 척도들 대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했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
제정책과 정치발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제도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63) 우즈
베키스탄의 정치 레짐, 정책적 실수, 고위층 부패를 감안할 때, 해당국이 과거
로부터 물려받은 행정 역량의 유산은 우즈베키스탄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타지키스탄
은 종종 국가 실패의 사례로 여겨지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적인 체제
로 인해 비즈니스 용이성이나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62) 이주자 수와 마찬가지로 송금액도 추정치이다. 세계은행의 노동이주 및 송금 관련 자료는 시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최선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4~15년에 나타난 변동성으로 인해 2014년에는 타지키
스탄(42%)과 키르기스스탄(30%)이 2014년 세계 최고의 송금액/GDP 비율을 기록한 데 비해, 2015년
에는 네팔(32%)과 라이베리아(31%)에 추월당했고, 그다음이 타지키스탄(29%), 통가(27%), 키르기
스스탄(26%)의 순이었다.
63) 열악한 제도는 부패, 계약 집행, 세금 납부, 전기 공급 등에서의 낮은 점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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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송금액(2010~20년)
(단위: 백만 달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유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226

180

178

207

229

194

275

560

618

506

374

유출

3,006 3,409 3,809 3,804 3,550 3,116 2,395 2,691 2,680 2,660 2,081

유입

2,858 4,276 5,693 6,689 5,828 3,062 2,479 7,130 7,610 8,546 6,989

유출
유입
유출
유입

261

341

402

677

607

336

159

174

244

274

337

1,266 1,709 2,031 2,278 2,243 1,688 1,995 2,486 2,689 2,411 2,200
168

228

286

390

454

363

378

476

560

574

na

2,306 3,060 3,626 4,219 3,384 2,259 1,867 2,237 2,183 2,322 2,187

유출

231

201

263

240

304

165

87

216

252

190

108

유입

35

35

37

40

30

16

9

4

2

1

1

유출

-

-

-

-

-

-

-

-

-

-

-

자료: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data(검색일: 2021. 9. 10).

표 3-7. 비즈니스 용이성 순위, 2019년(2020년)

전반적
순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비즈
니스
착수

건설

전기

재산

신용

허가

공급

등록

이용

소액
투자자
보호

조세

월경

계약

파산

납입

교역

집행

해결

28

36

35

76

18

60

1

56

102

4

37

(25)

(22)

(37)

(67)

(24)

(25)

(7)

(64)

(105)

(4)

(42)

38

150

70

131

82

(128) (117)

(89)

(134)

(78)
146

70

35

29

164

8

32

(80)

(42)

(90)

(143)

(7)

(15)

126

60

135

173

91

124

(106)

(36)

(137) (163)

(77)

(11)

136

148

61

(128) (139)

38

(141)

(76) (153)

76

12

134

35

71

60

64

64

165

41

(69)

(8)

(132)

(36)

(72)

(67)

(37)

(69)

(152)

(22) (100)

91

주: 괄호 안은 2020년의 순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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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경제적 자유 및 부패 지표(2020/2021년)
경제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Heritage Foundation, 2021년)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0년)

카자흐스탄

71.1(34위)

38(94위)

우즈베키스탄

58.3(108위)

26(146위)

키르기스스탄

63.7(78위)

31(124위)

타지키스탄

55.2(134위)

25(149위)

투르크메니스탄

47.4(167위)

19(165위)

자료: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Internatinal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Index(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2).

200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1990년대에
비해 훨씬 개선되었는데, 세계적인 경기 호황으로 대외적 여건이 유난히 양호
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무역의 하락으로 일시적 후퇴를 보였지만, 2010년
에 정치적 불안과 민족적 갈등을 겪었던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 경제 회복의
속도는 빨랐다. 더욱 심각한 외부적 충격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
했다가 회복되지 않은 2014년에 나타났다. 이러한 충격의 규모는 2014~16년
동안 GDP가 크게 하락한 것에서 알 수 있다(표 3-1 참고). 또한 2020년에 확
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도 큰 타
격을 입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
는데,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GDP 하락 폭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컸
다. [표 3-2]의 PPP 추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통화 기준에서의 GDP 감
소폭은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경제성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
앙아시아의 모든 정부는 일찍이 일부 상품의 수출에 집중하거나 인접한 석유
수출국에 노동력을 수출하는 데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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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아시아 국가의 역내외 교역
1) 카자흐스탄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무역액에서 역외 교역이 역내 교역보다 훨
씬 더 많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작은 데다 교역상품의 구조
또한 다양하지 못한 데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국가가 일찍이 역외 국
가들과의 교역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0년의 역내 무역은 총 무역액의 8.1%에 불과한데
이러한 수치도 최근 들어 역내 교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며, 2005년의 경
우 역내 무역은 2.5%에 불과하였다.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의 역내 교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점유율이 나머지 국가들을 합친 무역 점유율을 능가하
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두 국가가 나머지 국가에 비해 경제 규모가 크고 수
출입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는 양국이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구조
를 갖고 있고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체재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표 3-9. 카자흐스탄의 역내외 무역의 점유율
(단위: %)

2005

2010

2015

2020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우즈베키스탄

0.9

1.5

1.1

1.9

2.0

2.0

2.1

2.4

2.2

3.6

2.0

5.2

키르기스스탄

0.8

0.7

0.8

0.7

0.7

0.7

1.1

0.6

0.9

1.1

0.7

1.6

타지키스탄

0.5

0.1

0.4

0.5

0.1

0.3

0.9

0.5

0.8

1.2

0.2

1.3

투르크메니스탄

0.1

0.3

0.2

0.2

0.0

0.1

0.2

0.2

0.2

-

-

-

10.5 37.9 21.0

4.7

21.4

9.6

9.9

34.4 19.7 10.1 36.0 21.9

중국

8.7

7.2

8.1

17.8 16.7 17.5 11.9 16.6 13.8 14.0 17.5 15.6

이탈리아

15.0

3.9

10.8 16.8

역내 교역국

역외 교역국
러시아

6.7

13.8 17.7

3.8

12.2 13.8

4.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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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2005

2010

2015

2020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한국

0.7

1.5

1.0

0.4

2.2

0.9

1.7

2.0

1.8

5.3

9.5

7.2

터키

0.6

2.3

1.2

2.2

2.6

2.3

2.8

2.4

2.6

4.5

2.2

3.5

미국

2.4

6.9

4.1

1.5

5.6

2.7

0.9

4.9

2.5

1.4

3.5

2.4

독일

1.5

7.5

3.8

3.1

7.8

4.5

0.7

6.5

3.0

0.5

3.9

2.0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1. 11. 19).

2020년 카자흐스탄의 역외 교역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이며, 그다음으로 중국,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중국은 카
자흐스탄의 전체 무역액에서 각각 21.9%와 15.6%를 차지하는데, 이는 양국이
여타 역외 교역국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
고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보이는데, 중국과
는 대체로 무역수지 균형을 보여 준다. 한국은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의 무역액
이 크게 증가했는데,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점유
율이 1.0%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그 수치가 7.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폭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역외 교역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양국의 무
역관계가 확대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역내 교역국에 대해서는 곡물과 광물 및 철강 등을 주로 수출
하고 있으며, 철도 차량, 과일 및 견과, 플라스틱, 슬래그, 유제품, 유리, 채소,
섬유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즉 카자흐스탄의 역내 주요 수출품
은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주요 수입품은 상대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상품의 구조적 특성은 역외 교역
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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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주요 품목
역내 교역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 곡물, 철강, 광물
수입: 철도 차량, 과일 및 견과, 플라스틱
수출: 광물, 담배, 철강
수입: 광석 슬래그 및 석회, 유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수출: 곡물, 광물, 철강
수입: 광석 슬래그 및 석회, 야채
수출: 제분산업제품, 곡물
수입: 광물, 기타 섬유 재류, 채소

역외교역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한국
터키
미국
독일

수출: 광석 슬래그 및 석회, 철강, 무기화학제품, 광물
수입: 기계류, 광물제품, 철강
수출: 광물제품, 구리, 광석 슬래그 및 석회
수입: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부품
수출: 광물제품, 철강, 곡물
수입: 기계류, 철강 부품, 약제
수출: 광물제품, 철강, 기타 기초금속
수입: 기계류, 철강 부품, 전기기기
수출: 광물제품, 구리, 알루미늄
수입: 기계류, 전기기기, 의류 직물 및 액세서리
수출: 광물제품, 철강, 항공기, 우주선
수입: 기계류, 광학기기, 전기기기
수출: 철강, 무기화학제품, 광물제품
수입: 기계류, 항공기, 약제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그림 3-1]과 [그림 3-2]는 카자흐스탄과 역내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액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역내 교역국 가운데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액
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외 교역국 가운데서는 최근 들어 한국
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과의 무역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액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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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카자흐스탄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그림 3-2. 카자흐스탄과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2) 우즈베키스탄
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역내 무역액은 13.9%를 차지하는데, 이는 카자흐
스탄의 8.1%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역내 교역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액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이는 나머지 역내 3개국과의 무역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2020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 역내 교역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이 축소된 데 따
른 결과이다.
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역외 교역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무역 규모가 크
고, 그다음이 러시아로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최대 역외 교역국의 순
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을 볼 때, 중국과의 교역 점유율은 2005
년에 38.3%였던 것이 2020년에는 17.4%로 절반 이하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독일, 리투아니아, 체코 등이 우
즈베키스탄의 주요 역외 교역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은 우즈베
키스탄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국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의 교역 점유율은 정
체 내지 소폭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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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을 제치고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등장하였다.

표 3-11. 우즈베키스탄의 역내외 무역의 점유율
(단위: %)

2005

2010

2015

2020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카자흐스탄

4.7

6.8

6.0

4.7

6.8

6.2

4.7

6.8

6.4

5.8

10.5

8.6

키르기스스탄

1.6

0.2

0.7

1.6

0.2

0.6

1.6

0.2

0.4

5.6

0.7

2.7

타지키스탄

0.1

0.0

0.0

0.1

0.0

0.0

0.1

0.0

0.0

2.2

0.5

1.2

투르크메니스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2.0

1.4

역내 교역국

역외 교역국
중국
러시아

34.4 18.7 38.3 39.2 18.7 25.2 34.4 18.7 21.8 10.2 22.2 17.4
19.0 19.2 19.5 19.0 19.2 19.1 19.0 19.2 19.1

8.9

20.4 15.9

터키

8.2

4.0

8.4

8.2

4.0

5.3

8.2

4.0

4.8

7.5

5.4

6.2

한국

5.4

8.9

5.5

5.4

9.4

8.2

5.4

8.9

8.2

0.2

9.7

5.9

독일

0.1

4.8

0.1

0.1

4.8

3.3

0.1

4.8

3.9

0.2

3.5

2.2

리투아니아

0.0

2.1

0.0

0.0

2.1

1.4

0.0

2.1

1.7

0.2

2.4

1.5

체코

0.1

0.3

0.1

0.1

0.3

0.2

0.1

0.3

0.3

0.0

2.3

1.4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1. 11. 19).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교역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 과일 및 견과류, 의
류, 비료, 광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곡물, 강철, 광물, 슬래그, 플라스틱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살펴본 카자흐스탄보다 상대적
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주요 수출품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카
자흐스탄에 비해 제조업이 발전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역외 교역국에 대해
서는 광물, 면화, 구리, 목재, 알루미늄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계류와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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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입 주요 품목
역내 교역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 자동차 부품, 과일 및 견과
수입: 시리얼, 철강
수출: 의류 직물 및 액세서리, 과일 및 견과
수입: 광물, 희토류 및 광석
수출: 비료, 광물
수입: 희토류 및 광석 슬래그 및 석회
수출: 비료, 과일 및 견과
수입: 광물, 플라스틱

역외 교역국
중국
러시아
터키
한국
독일
리투아니아
체코

수출: 광물, 면화
수입: 기계류, 전기기기
수출: 면화, 의류 직물 및 액세서리
수입: 철강, 목재
수출: 구리, 면화
수입: 기계류, 플라스틱
수출: 목재 펄프, 면화
수입: 자동차 부품, 기계류
수출: 의류 직물 및 액세서리, 기계류
수입: 기계류, 광학기기
수출: 구리, 알루미늄
수입: 기계류, 광학기기
수출: 면화, 납제품
수입: 기계류, 전기기기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그림 3-3]과 [그림 3-4]는 우즈베키스탄과 역내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액
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역내 교역국 가운데서는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액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외 교역국 가운데서는 중국이 가
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나, 최근 들어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 점유율도 최근 들어 정체 내지 감소세에 있
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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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우즈베키스탄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그림 3-4. 우즈베키스탄과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3) 키르기스스탄
2020년 키르기스스탄의 역내 무역액은 21%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즈베키
스탄의 13.9%, 카자흐스탄의 8.1%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역내
교역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액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나머지 역내 3개
국과의 무역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다. 최근 들어 카자흐스
탄과의 무역 점유율이 다소 축소되고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점유율이 점차 증
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의 역외 교역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최대 교역국의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13]에서 보듯,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역을 합치면 총무역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키르기스스탄
의 무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러시
아와 중국에 이어 터키, 미국, 독일, 우크라이나, 한국 등이 키르기스스탄의 주
요 역외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아홉
번째 교역 상대국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의 교역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역내외 국가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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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키르기스스탄의 역내외 무역 점유율
(단위: %)

2005
수출

수입

2010
총액

수출

수입

2015
총액

수출

수입

2020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역내 교역국
카자흐스탄

18.3 15.7 16.6 12.2 12.0 12.0 16.0 16.6 16.5 15.0 13.6 14.1

우즈베키스탄

2.7

5.4

4.4

2.7

2.9

2.8

6.7

1.5

2.8

7.8

5.1

6.0

타지키스탄

3.6

0.2

1.4

1.0

0.1

0.4

1.7

0.2

0.6

1.4

0.2

0.7

투르크메니스탄

0.4

1.2

0.9

0.3

0.0

0.1

0.4

0.1

0.2

0.2

0.2

0.2

역외 교역국
러시아

21.2 34.1 29.4 17.3 33.6 28.5 11.1 31.2 26.0 12.3 35.7 27.6

중국

4.2

9.3

7.4

1.9

20.7 14.7

2.5

25.3 19.4

2.2

20.0 13.8

터키

2.9

3.0

3.0

2.5

2.6

2.6

5.9

4.0

4.5

3.8

5.3

4.8

미국

0.5

6.0

4.0

6.1

5.9

6.0

0.1

3.0

2.2

0.1

3.3

2.2

독일

0.6

3.4

2.4

0.4

2.7

2.0

0.5

2.3

1.8

0.7

1.4

1.1

우크라이나

0.9

3.6

2.6

0.4

2.5

1.9

0.6

2.2

1.8

0.4

1.4

1.0

한국

0.3

2.5

1.7

0.0

1.5

1.1

0.1

1.3

1.0

0.0

1.3

0.9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1. 11. 19).

키르기스스탄은 역내 교역국에 대해서는 광석, 광물, 슬래그 및 석회, 플라
스틱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광물, 과일 및 견과, 담배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수출품이나 수입품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는
데, 다양한 제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외 교역국에 대해서는 의류 제품과 함께 구리, 과일 및 견과, 광석, 슬래그
및 석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광물, 철강 등의 1차 산품과 전기
기기, 기계류, 신발류 등 제조업 제품 및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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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입 주요 품목
역내 교역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 광석, 슬래그 및 석회, 플라스틱, 유제품
수입: 광물, 담배, 철강
수출: 광물, 소금, 철강
수입: 과일 및 견과, 플라스틱,
수출: 광물, 플라스틱, 유리
수입: 소금, 면, 과일 및 견과
수출: 전기기계, 코코아, 식용 야채
수입: 식용 야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플라스틱

역외 교역국
러시아
중국
터키
미국
독일
우크라이나
한국

수출: 의류 제품, 구리, 과일 및 견과
수입: 광물, 철강
수출: 광석, 슬래그 및 석회, 담배, 광물
수입: 전기기기, 신발류
수출: 면, 식용 야채, 광물
수입: 기계류, 철강, 편물이나 뜨개질을 한 직물
수출: 동물성 제품, 기계류
수입: 차량, 기계, 의약품
수출: 기타 화학제품, 과일 및 견과, 선두
수입: 기계류, 의약품, 차량
수출: 광물, 소금
수입: 과일 및 견과, 플라스틱
수출: 광물, 식용 야채
수입: 차량, 기계류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그림 3-5]와 [그림 3-6]은 키르기스스탄과 역내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액
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역내 교역국 가운데서는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역외 교역국 가운데서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두 번째로 큰 교역
국인 중국과의 무역액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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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키르기스스탄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그림 3-6. 키르기스스탄과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4) 타지키스탄
2020년 타지키스탄의 역내 무역액은 15.3%을 차지했는데, 이는 키르기스
스탄보다는 낮지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역내
교역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액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며, 카자흐
스탄과의 무역액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15]를 보면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과의 무역 점유율이 다소 축소되고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점유율이 크게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타지키스탄의 역외 교역국 중에서는 러시아와의 무역이 전체 무역
의 26.5%를 차지하는 등 최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7.2%
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역 점유율이 다소 축소
되기는 했지만 러시아와의 교역규모는 역내외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크다. 러시
아와 중국에 이어 터키, 벨라루스, 이란, 독일, 한국 등이 타지키스탄의 주요 역
외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은 타지키스탄의 아홉 번째 교역 상
대국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의 교역 점유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타
지키스탄의 5대 무역상대국은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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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인데, 이들 5대 무역상대국의 무역 점유율을 합하면 타지키스탄 전체 무역의
55%를 상회한다.

표 3-15. 타지키스탄의 역내외 무역 점유율
(단위: %)

2005

2010

2015

2020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카자흐스탄

2.1

11.9

8.0

1.6

10.7

7.8

1.0

9.1

7.0

0.6

9.0

6.4

우즈베키스탄

7.1

10.8

9.3

0.7

2.6

2.0

1.0

2.5

2.1

5.8

9.1

8.1

키르기스스탄

0.3

1.5

1.0

0.5

0.6

0.6

0.4

0.8

0.7

1.2

0.5

0.8

투르크메니스탄

0.0

3.8

2.3

0.1

3.0

2.1

0.0

0.0

0.0

0.0

0.0

0.0

러시아

8.8

18.1 14.4

8.0

31.2 23.8 25.0 41.9 37.4 12.9 32.6 26.5

중국

0.6

6.5

4.2

35.0

8.7

17.0 17.0 12.5 13.7 10.6

역내 교역국

역외 교역국
5.7

7.2

터키

15.3

1.5

7.0

29.6

2.2

10.9 26.7

3.0

9.2

11.1

2.3

5.1

벨라루스

0.1

1.0

0.6

0.5

1.6

1.3

0.6

1.0

0.9

0.2

4.2

3.0

이란

3.9

2.2

2.9

4.7

5.2

5.0

4.5

3.7

3.9

2.2

3.1

2.8

독일

0.1

1.2

0.8

0.2

1.8

1.3

0.1

1.4

1.0

0.1

0.9

0.7

한국

0.2

0.6

0.5

0.0

1.0

0.7

0.0

0.6

0.4

0.0

1.0

0.7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1. 11. 19).

타지키스탄은 역내 교역국에 대해서는 광석, 야채, 소금, 알루미늄 등 1차 산
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곡물, 광물, 비료, 플라스틱 등 1차 산품 및 기초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수출품은 일부 품목으로 제
한되어 있는데, 각종 제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역외 교역국에 대해서는 면, 과일 및 견과, 광석, 알루미늄 등 1차 산품을 주
로 수출하고 있으며, 광물, 목재, 기계류, 광학제품, 플라스틱, 차량 등 1차 산
품과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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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타지키스탄의 수출입 주요 품목
역내 교역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 광석, 식용 야채, 과일 및 견과
수입: 곡물, 광물, 무기화학물질
수출 : 소금, 광물, 미네랄
수입: 광물, 비료, 철과 강철
수출 : 소금, 면, 광물 제품
수입: 광물, 플라스틱, 유리
수출: 알루미늄, 수목 및 기타 식물, 설탕
수입: 비료, 광물, 플라스틱

역외 교역국
러시아
중국
터키
독일
한국
벨라루스
이란

수출: 면, 과일 및 견과, 차량
수입: 광물, 목재, 철
수출: 면, 광석, 슬래그 및 석회, 담배
수입: 기계류, 철, 광학
수출: 알루미늄, 면, 원피 및 스킨
수입: 기타 제조 물품, 기계, 플라스틱
수출: 기름 종자 및 유지성 과일, 과일 및 견과
수입: 차량, 기계, 전기기기
수출: 차량,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수입: 차량, 기계, 광학
수출: 면, 과일 및 견과
수입: 차량, 설탕
수출: 면, 기계
수입: 플라스틱, 세라믹 제품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그림 3-7]과 [그림 3-8]은 타지키스탄과 역내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액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2020년의 경우 역내 교역국 가운데서는 우즈베키
스탄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며,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역외 교역
국 가운데서는 러시아가 26.5%로 가장 수치가 높으며, 두 번째 교역국인 중국
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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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타지키스탄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그림 3-8. 타지키스탄과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5) 투르크메니스탄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무역 점유율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4.8%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수출품인 천연가스 대
부분이 가스관을 통해 역외국가인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역내 교역국 가
운데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액이 4.7%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나머
지 국가들과의 무역 비중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3-17]를 보면,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나머지 역내 국가와
의 무역 점유율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외 교역국 중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무
역의 50.7%를 차지하는 등 절반을 넘으며, 터키가 11.8%로 그 뒤를 잇고 있
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10.1%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세 번째 교역국의 위치에
있다. 2015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천연가스의 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국가에
이어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역외 교역국의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여덟 번째 교역 상대국
이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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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외 무역 점유율
(단위: %)

2005
수출

2010

2015

2020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역내 교역국
카자흐스탄

1.0

0.9

1.0

0.3

2.1

1.5

0.6

2.0

1.1

0.0

0.0

0.0

우즈베키스탄

0.0

0.0

0.0

0.0

0.0

0.0

0.0

0.0

0.0

5.8

2.5

4.7

키르기스스탄

0.3

0.2

0.2

0.0

0.1

0.1

0.0

0.1

0.1

0.1

0.2

0.1

타지키스탄

1.1

0.0

0.8

2.9

0.0

1.1

0.0

0.0

0.0

0.0

0.0

0.0

0.4

4.9

1.7

36.1 12.2 21.2 76.4 13.9 52.0 69.0 13.5 50.7

역외 교역국
중국
터키

3.2

9.9

5.2

13.4 26.7 21.7

6.2

33.7 16.9

4.7

26.4 11.8

러시아

1.5

12.2

4.7

5.1

16.9 12.4

0.7

15.6

6.5

4.7

21.2 10.1

독일

1.0

7.3

2.8

3.1

8.0

6.2

0.1

5.7

2.3

0.0

6.4

2.1

일본

0.0

0.8

0.2

0.0

0.6

0.4

0.0

0.5

0.2

0.0

3.9

1.3

프랑스

0.5

4.8

1.8

0.0

3.9

2.5

0.0

1.8

0.7

0.1

2.9

1.0

한국

0.0

0.4

0.1

0.0

2.6

1.6

0.0

3.1

1.2

0.0

2.3

0.8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013712(검색일: 2021. 11. 19).

투르크메니스탄은 역내 교역국에 대해서는 광물, 섬유, 플라스틱, 야채 등 1차
산품 및 일부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비료, 과일 및 견과, 시리
얼, 소금 등 1차 산품 및 식료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역외 교역국에 대해서는 광물, 플라스틱, 소금, 야채, 면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계류, 철, 전기기기, 차량 등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품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광물 등 일부 품목
으로 한정되는데, 각종 제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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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입 주요 품목
역내 교역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 광물; 섬유제품, 식용 야채
수입: 밀링 산업의 제품, 시리얼, 소금
수출: 광물, 플라스틱, 비료
수입: 비료, 과일 및 견과, 소금
수출: 식용 야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플라스틱
수입: 전기기기, 코코아, 식용 야채
수출: 비료, 광물, 플라스틱
수입: 알루미늄, 기타 식물, 설탕

역외 교역국
중국
러시아
터키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수출: 광물, 플라스틱, 소금
수입: 기계류, 철, 전기기기
수출: 선박, 플라스틱, 식용 야채
수입: 철, 차량
수출: 면, 비료, 구리
수입: 기계류, 철, 전기기기
수출: 달리 지정되지 않은 상품, 면, 라크
수입: 기계류, 차량, 광학
수출 :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제품,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품
수입: 기계류, 전기기기, 차량
수출: 도료, 면
수입: 전기기기, 기계, 가구
수출: 기타 직물제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제품,
수입: 차량, 철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그림 3-9]과 [그림 3-10]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역내외 주요 교역국과의 무
역액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볼 때, 2020년의 경우 역내 교역국 가운데서는 우
즈베키스탄이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며, 키르기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역
외 교역국 가운데서는 중국이 50% 이상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이는 두 번째 교
역국인 터키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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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투르크메니스탄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그림 3-10. 투르크메니스탄과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자료: IMF,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
013712(검색일: 2021. 11. 19).

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가. 한-중앙아 교역의 현황과 특징
1) 한-중앙아 교역 현황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한국의 주요 교역
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2020년
각국의 통계를 집계한 데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
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나머지 3개 중앙아시아 국가의 7~9위 수입국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13위 수출국이며,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한국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표 3-19]에
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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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중앙아시아 국가의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대한국 수입
수입상대
국으로서
수입총액
한국의
순위

대한국
수입액

대한국 수출
수입총액 수출상대
에서
국으로서
수출총액
한국의
한국의
점유율
순위

카자흐스탄

3위

3,808.4 1.997.8

5.3

13위

우즈베키스탄

4위

19,955.2 1.704.3

8.5

키르기스스탄

9위

3,684.1

74.1

타지키스탄

7위

3,139.0

투르크메니스탄

8위

3,027.3

대한국
수출액

수출총액
에서
한국의
점유율

46,949.7 1,090.2

2.32

-

13,127.3

18.2

0.14

2.3

-

1,964.5

0.5

0.03

46.1

1.5

-

1,311.9

0.3

0.03

69.0

2.3

-

7,779.3

0

0.00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금액은 총
액으로 볼 때 3억 1,180만 달러에서 11억 919만 달러로 256% 증가하였다. 그
중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출액은 282% 증가한 데 반해 나머지 4개국은 별 변
화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대한국 수출액은 연
간 대략 2,0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수준이었고, 특히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한국 수출은 모두 100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우즈베
키스탄의 대한국 수출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대략 20억 달러 규모였음
을 감안하면 1/10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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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액(국가별 비교)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그림 3-11]에서 보듯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큰 편이며, 나머지 3개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과의 교역 규모를
비교하면 대체로 2016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보다 한국과의 교
역 규모가 컸으나, 2017년 이후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
가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무역액을 능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한국 상품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2016~20)

카자흐스탄

285.3

1,000.3

1,361.5

1,561.5

1,090.2

282

우즈베키스탄

20.8

18.2

21.9

19.7

18.2

-13

키르기스스탄

0.6

0.6

0.4

0.6

0.5

-9

타지키스탄

5.1

6.4

0

0

0.3

-93

투르크메니스탄

0.1

0.05

0.11

0.01

0

-100

중앙아시아 전체

311.8

1,025.5

1,383.9

1,581.8

1,109.2

256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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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된 물품은 17억 3,785만 달러
에서 38억 9,122만 달러로 124%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6~20년 동
안 448% 증가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기
간 동안 타지키스탄은 159% 증가했고 우즈베키스탄은 83%, 키르기스스탄은
16% 증가했으며, 한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81%로 감
소하였다.

표 3-21.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상품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2016~20)

카자흐스탄

364.2

532.7

797.8

2,657.1

1,997.8

448%

우즈베키스탄

930.5

1,180.4

2,117.8

2,338.5

1,704.3

83%

키르기스스탄

63.8

85.1

78.8

106.4

74.1

16%

타지키스탄

17.8

15.9

23.8

29.0

46.1

159%

투르크메니스탄

361.6

131.0

19.9

13.2

69.0

-81%

중앙아시아 전체

1,737.9

1,945.1

3,038.2

5,144.2

3,891.2

124%

자료: ITC,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11. 19).

[표 3-20]과 [표 3-2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
역은 한국의 무역흑자로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한국은 카자흐스탄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나머지 4개
국은 거의 매해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도 대한국 수출은 수입에 비해 1/100 수준에 불과할 정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경우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의 무역관계
를 개선하려면 산업발전을 통한 수출품목 발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한국으로서도 이와 같은 무역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곤란하므로
ODA, EDCF 등을 매개로 한 지원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무역 이외의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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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앙아 국가별 주요 교역 품목
(1) 한국-카자흐스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카자흐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1,698억 달
러였으며, 총 수출액은 576억 달러, 총 수입액은 400억 달러였다.
한국은 2020년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카자
흐스탄의 제4위 교역국이다. 이는 특히 2010년대 들어 카자흐스탄의 총 무역
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2005년
카자흐스탄의 총 무역액 가운데 한국은 1.0%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2020년
에는 7.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한국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은 지난 10년 동안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빠르
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으로 수출액은 167%, 수입액은 190% 성장하였다. 한국
은 카자흐스탄에 대해 대체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카자
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무역흑자 폭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각종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철도용 차량 및 부품, 철강
제품,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을 수출한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최대 수출품목은
각종 기계류와 그 부품이었으며, 2020년 이 품목의 수출금액은 한국의 대카자흐
스탄 5대 수출품목 가운데 82.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한국은 주로 자동차 및
그 부품, 철강 제품, 전기기기 및 그 부품 등을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광물, 원유, 구리, 철합금, 방사성화학물질을 주로 중국, 이탈
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에 수출한다. 2017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최대 수출품은 원유를 비롯한 광물성 연ㆍ원료였으며, 2020년 이 품목
의 수입액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5대 수입품목 중 71.5%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품목의 수입은 2016~20년 동안 연평균 268%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 한국은 주로 무기화학제품 및 철강, 비금속 등을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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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5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
2
3

점유율

연평균증가율

품목명

2016년

2020년

총 수출액

363

1,998

100

53

50

1,494

75

133

36

165

8

46

-

73

4

-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
의 장비품 및 부품

(2020년) (2016~20년)

4

철강의 제품

52

44

2

-4

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5

32

2

-8

285

1,090

100

40

53

769

71

95

70

154

14

22

총 수입액
1
2

광물성연료ㆍ광물유ㆍ이들의 증류물, 역청물
질, 광물성왁스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금속ㆍ방사성원소
ㆍ동위원소의 유기ㆍ무기화합물

3

철강

136

106

10

-6

4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18

31

3

15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6

16

1

28

주: 품목분류는 HS-2digit 기준.
자료: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1. 11. 25).

(2) 한국-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577억
1,000만 달러였으며, 총 수출액은 131억 달러, 총 수입액은 200억 달러였다.
한국은 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5위 교역국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입의
9.7%를 차지했으며, 한국 입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수교 이후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수출시장이다. 반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0.2%를 수입하
는 데 불과하며, 이에 따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간에 커
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목재와 펄프, 면, 식물류, 과일 등 주로 1차 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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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출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한국 과일류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7%
이상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면, 식물류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 각종 기계류, 가구
및 침구, 전기기기와 그 부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이 최대 수출품목으로 2020년의 경우 5대 수출품목 중 60.2%를 차지하였
다. 최근 수년간 가구 및 침구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자동차 및 플라
스틱 제품의 수출도 연평균 24% 이상 증가하였다.

표 3-23.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5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
2
3

점유율

연평균증가율

품목명

2016년

2020년

총 수출액

928

1,705

100

16

393

929

54

24

213

283

17

7

16

136

8

70
23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2020년) (2016~20년)

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8

89

5

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

88

5

9

21

18

100

-3

7

8

44

3

8

4

22

-16

3

2

11

-10

1

2

11

19

0

1

5

-

총 수입액
1
2
3
4
5

목재펄프,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지ㆍ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면
채유용 종자ㆍ과실, 각종 종자ㆍ과실, 공업용
ㆍ의약용 식물, 짚ㆍ사료식물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견

주: 품목분류는 HS-2digit 기준.
자료: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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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키르기스스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키르기스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77억
3,600만 달러였으며, 총 수출액은 20억 600만 달러, 총 수입액은 36억 8,800만
달러였다.
2020년 한국은 키르기스스탄의 9위 교역국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볼 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
체 수출의 0.03% 수준을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즉 키르기스스탄에서 볼 때 한
국은 9위의 무역 상대국이지만,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상태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표 3-24]에서 보듯, 2020년 한국은 키르기스스탄에 주로 정유 및 레지노이
드, 조제향료, 화장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였다. 이 가운데 정유
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등의 제품이 전체 수출의 33%, 자동차 및 그 부품이
31%를 차지하였다. 이 두 품목을 합치면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64%에 달하
였다. 즉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상품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주로 각종 종자ㆍ과실, 각종 식물,
채소 등을 수입하였다.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상위 2개 품목이 전
체 수입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입금액으로
볼 때 상위 5개 품목을 모두 합쳐도 50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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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5대 수출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1
2
3
4

점유율

연평균증가율

품목명

2016년

2020년

총 수출액

63,763

74,142

100

4

2,603

24,308

33

75%

10,160

22,866

31

22%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448

6,002

8

2%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1,535

4,282

6

29%

1,336

2,368

3

15%

556

508

100

-2%

259

283

56

2%

181

151

30

-4%

6

24

5

41%

-

16

3

-

4

15

3

39%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
장용품류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2020년) (2016~20년)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
5

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
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 수입액

1
2
3
4
5

채유용 종자ㆍ과실, 각종 종자ㆍ과실, 공업용
ㆍ의약용식물, 짚ㆍ사료식물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광물성연료ㆍ광물유ㆍ이들의 증류물, 역청물
질, 광물성왁스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주: 품목분류는 HS-2digit 기준
자료: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1. 11. 25).

(4) 한국-타지키스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타지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81억 9,400만
달러였으며, 2019년의 총 수출액은 8억 1,100만 달러, 총 수입액은 400만 달
러였다.
2020년 한국은 타지키스탄의 10위 교역국으로, 타지키스탄의 수입총액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를 차지하며, 대한국 수출은 극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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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수준이다. 즉 타지키스탄에서 볼 때 한국은 10위의 무역 상대국이지만,
양국의 교역액은 수출입을 합쳐 5,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수입은
3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표 3-25]에서 보듯, 2020년 한국은 타지키스탄에 주로 자동차 및 원자로ㆍ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분품을 수출하였다. 이 가운데 자동차 등이 전체 수출
의 52%, 원자로ㆍ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분품이 22%로, 이 두 품목을 합치면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74%에 달하였다. 즉 한국의 대타지키스탄 수출상품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을 수입했
는데, 이 품목이 전체 수입의 99%에 달할 정도로 한 가지 품목에 한정된 데다
해당 품목의 수입금액도 33만 8,000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도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수출입 품목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
고, 그 절대 금액도 미미한 수준이다.

표 3-25. 한국의 대타지키스탄 5대 수출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1
2

점유율

연평균증가율

품목명

2016년

2020년

총 수출액

17,804

46,074

100

27

7,485

24,025

52

34

3,821

10,147

22

28

380

3,975

9

80

231

2,140

5

74

780

1,629

4

20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020년) (2016~20년)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
3

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
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광물성연료ㆍ광물유ㆍ이들의 증류물, 역청물
질, 광물성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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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계속

순위

1
2
3

점유율

연평균증가율

품목명

2016년

2020년

총 수입액

5,157

342

100

-49

1

338

99

328

-

3

0.8

-

0

1

0.2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진주, 귀석ㆍ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 장식용품, 주화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2020년) (2016~20년)

4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

0

0

-100

5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

0

0

-

주: 품목분류는 HS-2digit 기준.
자료: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1. 11. 25).

(5)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총생산(GDP)은 452억
3,000만 달러였으며, 같은 기간의 총 수출액은 25억 555만 달러, 총 수입액은
17억 8,554만 달러였다.
2020년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8위 교역국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볼
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한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
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즉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볼 때 한국은 8위의 교역 상
대국이지만, 양국의 교역액은 수출입을 합쳐 7,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3-26]에서 보듯, 2020년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자동차 및 그 부품,
철강, 철강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이 가운데 자동차 및 그 부품이 전체 수
출의 85%, 철강 및 철강제품이 6%를 차지했으며, 이들 품목을 합치면 대투르크
메니스탄 수출의 91%에 달하였다. 즉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출품도 키르
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주로 방직용 섬유제품 등을 수입
했는데, 이 품목이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했지만 금액으로는 2,000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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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은 5,000달러에 그쳐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도 키르기스스탄 및 타
지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무역은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6.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5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1

점유율

연평균증가율

품목명

2016년

2020년

총 수출액

361,773

69,000

100

-34

23,170

58,825

85

26

-

2,692

4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과 부속품

(2020년) (2016~20년)

2

철강

3

철강의 제품

80,325

1,588

2

-63

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48,899

1,401

2

-69

5

의료용품

999

1,209

2

5

92

5

100

-52

-

2

40

-

1

20

-

18

1

20

-51

-

1

20

-

-

0

-

-

총 수입액
1
2
3
4
5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것은 제외 )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ㆍ여행용구
ㆍ핸드백ㆍ기타 유사제품
원자로ㆍ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품목분류는 HS-2digit 기준.
자료: 무역협회,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1. 11. 25).

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21

나. 한-중앙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여기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 현황을 1991년부터
10년 단위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1991~2000년 동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금액을 보면, 1991년 말 독립한
이래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금액은 조금씩 증가하여 러시아 금융위기 전년도인
1997년에 1억 2,42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대중앙아시아 투자금액은 총 3억 9,000만 달러였으며, 그중
우즈베키스탄이 2억 3,340만 달러로 59.85%를 차지했고, 카자흐스탄이 그 뒤
를 잇는 1억 1880억 달러로 30.45%를 점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에 대한 투자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연도별로도 변동 폭이 컸다.

표 3-27.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금액(1991~2000년)
(단위: 백만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카자흐스탄

0.5

0.9

0.1

5.5

0.8

1.0

107.8 0.06

1.8

0.3

우즈베키스탄

-

0.0001

15

66.3

28.5

78.1

16.3

11.2

0.3

17.7 233.4

키르기스스탄

-

-

-

-

-

-

0.1

5.8

2.6

0.3

8.8

타지키스탄

-

-

-

-

29

-

-

-

-

-

29.0

투르크메니스탄

-

-

-

-

-

-

-

-

-

-

0.0

전체

0.5

71.8

58.3

0.9001 15.1

79.1 124.2 17.06

4.7

118.8

18.3 39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다음으로 2001~10년의 대중앙아시아 투자금액은 21억 1,480만 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높은 경제성장
률을 보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17억 790만 달러로 압도적인 규모를 보
였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가 3억 77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
지 3개국에 대한 투자는 모두 합해 1억 달러를 밑돌았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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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제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부터 양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국제 유가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좀 더 취약
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

표 3-28.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금액(2001~10년)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카자흐스탄

1.8

0.4

13.8

22.5

25.5

249.3

287.2

822.9

154.8

129.7 1,707.9

우즈베키스탄

60.6

0.6

5.2

0.5

8.6

22.3

70.0

66.5

32.7

40.7

키르기스스탄

0.1

0.04.

-

-

0.3

0.7

12.8

33.0

9.5

12.2

68.6

타지키스탄

29

0.1

-

-

-

-

0.1

0.8

0.5

0.009

30.5

투르크메니스탄

-

-

-

-

-

-

0.01

-

0.01

-

0.0

전체

91.5

1.14

19

23

34.4

307.7

272.3 370.11 923.2 197.51 182.609 2,114.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2011~20년의 대중앙아시아 투자금액은 앞선 10년 기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0억 9,13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지속되어 경제회복이 지체되었고 전반적인 경제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비즈
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이 시기에
도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8억 3,450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우즈
베키스탄의 대한 투자가 2억 3,29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에
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투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욱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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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금액(2011~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카자흐스탄

113.7

228.6

179.4

160.1

70.0

21.7

6.7

14.5

23.6

16.2

834.5

우즈베키스탄

55.0

31.5

13.1

11.9

14.7

26.8

7.7

18.1

35.0

19.1

232.9

키르기스스탄

3.3

1.9

3.6

2.5

1.9

1.4

1.8

3.0

2.9

0.3

22.6

타지키스탄

0.09

0.03

0.04

-

-

-

-

-

0.08

0.1

0.3

투르크메니스탄

-

-

-

0.004

0.9

0.02

-

-

-

-

0.9

172.09 262.03 196.14 174.504 87.5

49.92

16.2

35.6

61.58

35.7

1,091.3

전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전체 기간을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가장 큰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
러로 21.52%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
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차지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
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왔으며 우
즈베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
자 규모가 가장 컸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투자처의 지
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30. 한국의 업종별 대카자흐스탄 투자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신규법인 수

점유율

투자금액

점유율

농업, 임업 및 어업

7

광업

11

2.2

15.7

0.5

3.4

221.0

제조업

75

8.2

23.4

483.0

18.1
16.5

건설업

79

24.7

440.9

도매 및 소매업

53

16.6

70.9

2.7

운수 및 창고업

10

3.1

53.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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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계속
구분

신규법인 수

점유율

투자금액

점유율

숙박 및 음식점업

4

1.2

2.1

0.2

정보통신업

6

1.9

141.5

5.4

금융 및 보험업

11

3.4

741.5

27.9

부동산업

29

9.0

266.3

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5

3.0

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3.8

8.8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6

2.3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1.6

23.1

0.9

기타(전기, 가스, 증기 등 공급조절업 포함)

3

0.1

194.6

7.0

합계

323

100

2,668.5

100

주: 1991~2021년 6월까지의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FDI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난 30년
간 한국의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7억 4,150만 달러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부문이
4억 8,300만 달러, 건설업 부문에 4억 4,090만 달러, 부동산 부문에 2억
6,63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27.9%, 제조업이 18.1%, 건설업이 16.5%, 부동산업이 10.0%를 차
지하였다. 신규법인 수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79개로 24.7%를 차지했
고, 제조업이 75개로 23.4%, 도소매업이 53개로 16.6%, 부동산업이 29개로
9.0%를 각각 차지하였다. 금액 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신규법인 수가 11개로 3.4%를 차지함으로써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 수에
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났다. 이는 중앙아시아 내에서 금융
비즈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카자흐스탄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
리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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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한국의 업종별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신규법인 수

점유율

투자금액

점유율

농업, 임업 및 어업

13

3.1

10.9

1.3

광업

10

2.4

48.1

6.1

제조업

157

37.7

480.8

60.5

건설업

48

11.5

17.1

2.1

도매 및 소매업

53

12.7

17.5

2.3

운수 및 창고업

23

5.5

26.8

3.5

숙박 및 음식점업

9

2.1

17.7

2.2

정보통신업

14

3.3

41.5

5.2

금융 및 보험업

12

2.9

42.0

5.3

부동산업

29

7.0

61.4

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5.0

16.6

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4.1

3.5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0.8

7.9

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0.7

1.6

0.2

기타(전기, 가스, 증기 등 공급조절업 포함)

5

1.2

0.9

0.1

총계

416

100

794.3

100

주: 1991~2021년 6월까지의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지난 30년간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 금액에서는 제조
업에 대한 투자가 4억 8,080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았으며, 뒤이어
부동산업에 6,140만 달러, 광업에 4,81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에 4,200만
달러, 정보통신업에 4,15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각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60.5%를 차지했으며, 부동산업이 7.9%, 광업이 6.1%,
금융 및 보험업이 5.3%, 정보통신업이 5.2%를 차지하였다. 신규법인 수에서
는 투자 금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이 157개로 37.7%를 차지했으며, 도
소매업이 53개로 12.7%, 건설업이 48개로 11.5%, 부동산업이 29개로 7.0%,
운수 및 창고업이 23개로 5.5%를 차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중앙아
시아 내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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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한국의 업종별 대키르기스스탄 투자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신규법인 수

점유율

투자금액

점유율

농업, 임업 및 어업

7

7.7

2.0

1.9

광업

13

14.1

18.2

17.9

제조업

21

22.8

10.9

11.0

건설업

7

7.7

34.3

33.8

도매 및 소매업

16

17.3

12.5

12.1

운수 및 창고업

1

1.1

0.9

0.8

숙박 및 음식점업

1

1.1

2.0

1.9

정보통신업

4

4.3

0.8

0.7

금융 및 보험업

3

3.2

6.5

6.3

부동산업

7

7.7

10.7

1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2

1.7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5.4

0.3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1

1.2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기타(전기, 가스, 증기 등 공급조절업 포함)

4

4.3

0.2

0.2

총계

92

100

102.2

100

주: 1991~2021년 6월까지의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투자가 금액 면에서나 신규법인 수 면에서도 가장 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대키르기스스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투자금액이 1억
220만 달러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절대금액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업종별 투자 금액 및 점유율을 보면,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3,430만 달
러 및 33.8%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광업이 1,820만 달러로 17.9%, 도소
매업이 1,250만 달러로 12.1%, 제조업이 1,090만 달러 11.0%, 부동산업이
1070만 달러로 10.3%를 차지하였다. 신규법인 수로 보면, 제조업이 21개
22.8%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이 16개로 17.3%, 광업이 13개로 14.1%,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각각 7개로 7.7%를 차지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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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 중 건설업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 국가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가 투자
금액에서나 신규법인 수에서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하의 두 국가와 비교
하면 상대적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3. 한국의 업종별 대타지키스탄 투자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신규법인 수

점유율

투자금액

점유율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광업

-

-

-

-

제조업

5

35.7

58.4

97.5

건설업

3

21.4

0.2

0.3

도매 및 소매업

4

28.7

0.4

0.7

운수 및 창고업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정보통신업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부동산업

1

7.1

0.7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7.1

0.2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기타(전기, 가스, 증기 등 공급조절업 포함)

-

-

-

-

총계

14

100

59.9

100

주: 1991~2021년 6월까지의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총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타지키스탄
이 5,990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이 101만 달러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은 물론이고 키르기스스탄에 비해서도 지난 30년 동안 투자 규모가 매우 작
았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투자규모를 보더라도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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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로, 대부분의 투자가 이 한 부문에 집중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는 투자금액이 총 100만 달러 수준으로 현재까지 직접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투르
크메니스탄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이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4. 한국의 업종별 대투르크메니스탄 투자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신규법인 수

점유율

투자금액

점유율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광업

-

-

-

-

제조업

-

-

-

-

건설업

2

33.3

0.9

89.1

도매 및 소매업

-

-

-

-

운수 및 창고업

1

16.7

0.01

0.9

숙박 및 음식점업

-

-

-

-

정보통신업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부동산업

-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50.0

0.1

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기타(전기, 가스, 증기 등 공급조절업 포함)

-

-

-

-

총계

6

100

1.01

100

주: 1991~2021년 6월까지의 누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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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앙아 ODA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효과를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ㆍ운용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
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제2기(2016~20년) 중점
협력국 운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
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신북방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키르
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중점협력국은 수
원국의 발전수준, 경제ㆍ외교적 협력 실적, ODA 수행 환경, 협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현재와 같은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
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표 3-35.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백만 달러)

카자흐
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국별

점유율

합계

(%)

20.86

4.2

34.78 24.67 21.72 13.42 17.28 18.23 30.72 58.80 37.40 69.39 57.91 384.32

77.7

1.83

1.21

1.00

1.34

2.37

7.97

9.32

12.02

5.83

9.37

11.96 64.22

13.0

2.40

0.74

0.47

0.68

0.64

0.83

0.31

1.12

0.38

3.49

5.02

16.08

3.2

1.01

0.69

0.32

0.11

0.03

0.30

0.14

0.41

1.32

3.97

1.15

9.45

1.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54

2.83

1.14

0.61

0.97

1.18

2.71

1.88

1.27

1.91

1.82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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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실적을 살펴보면, 우즈베키
스탄이 3억 8,432만 달러로 공여 금액이 가장 크며, 뒤이어 키르기스스탄이
6,422만 달러, 카자흐스탄이 2086만 달러, 타지키스탄이 1608만 달러, 투르
크메니스탄이 945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즈
베키스탄이 전체 ODA 가운데 77.7%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키
르기스스탄이 13.0%, 카자흐스탄이 4.2%, 투르크메니스탄이 1.9%를 차지하
였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ODA 수원국의
지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저발전 수준에 있
는 데다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고 경제협력의 범위 및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어 가장 큰 ODA 금액이 공여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
연합(EAEU) 회원국인 동시에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부각됨에 따라 중앙아시
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ODA 금액이 공여되었다. 타지키스탄은 유라시아경
제연합(EAEU)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고 중앙아시아 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이므로 향후 ODA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표 3-3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원조유형별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점유율
(%)

4.54 2.83 1.14 0.61 0.97 1.18 2.71 1.88 1.27 1.91 1.82 20.86 100.0
1.04 1.14 0.55 0.15 0.04 0.13 0.11 0.02 0.12 1.21 1.60 6.11 29.3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0.23

-

-

-

-

-

-

-

-

-

-

0.23 1.1

파트너십 지원
기타 기술협력

2.07 0.71 0.54 0.39 0.60 0.59 0.53 0.25 0.14 0.26 0.04 6.1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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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계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원조

-

0.06

-

-

0.05

-

-

-

-

0.03

-

점유율
(%)

0.14 0.7

1.01 0.35 0.05 0.01 0.01 0.18 0.41 0.22 0.24 0.41 0.18 3.07 14.7
0.20 0.57 0.00 0.05 0.27 0.28 1.29 1.40 0.78

-

-

4.84 23.2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1. 11. 19).

지난 10년 동안의 대카자흐스탄 원조 유형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기타
기술협력이 612만 달러로 전체 금액의 2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이 611억 달러로 29.3%, 프로젝트 원
조가 484만 달러로 23.2%,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307만 달러로 14.7%를
차지하였다.

표 3-37.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원조 유형별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비중
(%)

34.78 24.67 21.72 13.42 17.28 18.23 30.72 58.80 37.40 69.39 57.91 384.32 100.0
1.08

1.35

0.50

0.31

0.25

1.02

0.50

0.57

0.55

2.14

2.13

10.4

2.7

0.14

-

0.03

-

-

-

-

-

-

-

-

0.17

0.0

-

-

-

-

-

-

0.08

-

-

0.54

-

0.62

0.2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국제기구(다자 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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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계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기타 기술협력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원조

비중
(%)

1.54

0.96

1.06

1.65

1.50

1.20

1.57

1.60

1.48

1.73

2.12 16.41

4.3

-

0.25

-

-

0.04

-

-

-

-

0.02

0.01

0.32

0.1

1.64

3.05

3.03

3.71

4.51

4.04

3.57

3.74

4.12

4.44

2.37 38.22

9.9

30.37 19.07 17.10 7.75 10.99 11.95 25.00 52.90 31.24 60.52 51.28 318.17 82.8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1. 11. 19).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수원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유형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3억 1,817만 달러로 전체금액의
82.8%로 압도적이었고, 뒤이어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3,822만 달러로
9.9%, 기타 기술협력이 1641만 달러로 4.3%,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이 2.7%
를 차지하였다. 201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점차 그 규모가 증
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프로젝트 원조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표 3-38.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원조 유형별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점유율
(%)

1.83 1.21 1.00 1.34 2.37 7.97 9.32 12.02 5.83 9.37 11.96 64.22 100.0
0.45 0.61 0.30 0.05 0.23 0.17 0.43 0.50 0.18 1.43 1.40 5.75

9.0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

-

0.04

-

-

-

0.15

-

-

0.09

-

0.28

0.4

0.18 0.19 0.24 0.19 0.54 0.63 0.67 0.53 0.55 0.87 0.37 4.96

7.7

지원
기타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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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계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원조

-

-

-

-

-

-

-

-

-

0.07

점유율
(%)

-

0.07

0.1

-

0.24 0.23 0.20 0.75 1.48 1.48 2.45 1.79 2.62 1.69 12.93 20.1

1.20 0.10 0.19 0.90 0.85 5.69 6.58 8.54 3.31 4.36 8.50 40.22 62.6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1. 11. 19).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원조 유형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4,022만 달러 및 62.6%로 가장 규모가 크며, 뒤이어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1293만 달러로 20.1%,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이 575만 달러로 9.0%, 기타 기
술협력이 496만 달러로 7.7%를 차지하였다.

표 3-39. 한국의 대타지키스탄 원조 유형별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타 기술협력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원조

비중
(%)

2.40 0.74 0.47 0.68 0.64 0.83 0.31 1.12 0.38 3.49 5.02 16.08 100.0
0.11 0.17

-

-

0.11 0.05 0.04 0.07 0.03 0.61 0.78 1.97 12.3

0.02 0.12 0.09 0.21 0.27 0.20 0.07 0.07 0.10 0.10
-

-

-

-

-

-

-

-

-

1.25

7.8

-

-

0.03

0.03

0.2

-

0.02 0.03 0.05 0.08 0.06 0.06 0.11 0.06 0.19 0.03 0.69

4.3

2.27 0.40 0.34 0.42 0.19 0.52 0.13 0.87 0.20 2.60 4.21 12.15 75.6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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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에 대한 원조 유형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1,215만 달러 및 75.6%로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이 197만 달러로 12.3%, 기타 기술협력이 125만 달러로 7.8%, 전
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69만 달러로 4.3%를 차지하였다.

표 3-40.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원조 유형별 공적개발원조(ODA)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전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기타 기술협력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원조

비중
(%)

1.01 0.69 0.32 0.11 0.03 0.30 0.14 0.41 1.32 3.97 1.15 9.45 100.0
0.10 0.15

-

-

-

-

0.15 0.01

-

-

-

-

0.01 0.10 0.04 0.49 0.45 1.34 14.2
-

-

-

-

0.16 1.7

-

-

-

0.3

0.03 0.3

-

-

-

-

-

0.03

-

-

-

-

-

-

-

-

-

-

-

-

-

-

-

-

-

-

-

-

0.76 0.51 0.32 0.11

0.03 0.18 0.04 0.05

-

-

0

3.2

0.0

0.12 0.09 0.26 1.28 3.48 0.70 7.63 80.7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검색일: 2021. 11. 19).

2010~20년 기간 동안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ODA는 총 금액이 945만
달러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조 유형별
ODA 금액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763만 달러로 80.7%를 차지했으
며, 뒤이어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이 134만 달러로 14.2%, 기타 기술협력이
30만 달러로 3.2%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유형에 대한 ODA 점유율은 1%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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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중요한 수입 상대국이지만, 중앙
아시아는 한국의 전체 수출입의 1%에 미치지 못해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
는다. 그 가운데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교역 규모는 상대
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구조적인 무역 불
균형 상태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교역품목 또한 일부 품
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자의 경제구조 및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무
역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
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분야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총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
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전
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다.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
모가 가장 컸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
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크고, 우즈베
키스탄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건설업에 대
한 투자 비율이,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각각 제조업 및 건설업
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금액 및 업종별 투
자 비율의 국가별 차이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성장 잠재력, 비즈
니스 환경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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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려면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 방향 및 필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과 협력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앙아시아 투자 업종
에서도 건설업, 광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경제발전 초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투자 업종에서 중앙아시아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종으로 다변
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중앙아 유망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
당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경제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
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구조의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 세계적인 흐
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
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해야 하는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디지털 분야의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처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협력관
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
치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면 중앙
아시아의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고하고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 분야 및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인프라 구축 분야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차원에서의 금융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금융인프라 분야에서의 금융협력은 한국 금융회사의 중앙아시아 진출
과 기진출 한국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중앙아시아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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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성장, 고용,
물가,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로
나19 발생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보건위기
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
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양자 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협력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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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디지털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정부, 디지털산업, 디지
털교육 및 디지털인프라 등 4개 주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디지털 카자흐스탄’은 2018~22년 동안 ① 경제 부문 디지털화 ② 디지털 국
가로의 전환 ③ 디지털 실크로드의 이행 ④ 인적자본자산의 진화 ⑤ 혁신적 생
태계의 형성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
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 전략을 채택하고 ① (인적자본)
디지털 스킬 개발을 통한 전 국민에 대한 새로운 기회 창출 ② (전자정부) 중앙
및 지방 행정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③ (경제성장) 경제 우선 분야의 디지털 전
환 등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공화국
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발표했다. 디지털경제 개념의 비전은 ① 법률 및 규
제 틀의 강화, R&D 및 혁신 환경, 정보보안 및 디지털기술에 관한 신뢰 ② 브
로드밴드 제공 및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③ 에너지산업 및 광업,
농업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디지털화 및 핀테크와 같은 신규분야의 창출 등
이다.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투르크메니스탄의 디지털경제 발전 개
념 2019~2025’ 결의안은 기업 및 투자활동의 성장, 정부행정에의 선진화된
방법론 도입과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단계(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0~23년, 3단계는 2024~25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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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략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전략명

주무부처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Digital Uzbekistan 2030)
디지털 카자흐스탄
(Digital Kazakhstan)

정보기술통신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디지털개발ㆍ혁신ㆍ항공산업부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Aerospace Industry)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2019~2023
(Digital Kyrgyzstan
2019-2023)

정보기술통신국가위원회
(State Committe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

타지키스탄공화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경제의 개념

경제개발무역부

(Concept of Digital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y in the

and Trade)

Republic of 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의
디지털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투르크메니스탄

(Development Concept
Digital Economy of
Turkmenistan for

통신부, “투르크메나라가트나식” 에이전시
(Agency “Turkmenaragatnaşyk,”
Ministry of Communications)

Years 2019-2025)
자료: ITU(2021a).

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1)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64)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10월 5일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승인하였다. 최신
ICT 기술을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디지털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수단들이 도입될 예정이며,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농
64) Decree of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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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우선 프로젝트의 실행과제가
220건 넘게 개시되었는데,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개선, 소프트웨어 제품과 정
보기술의 지속적 발전, 우즈베키스탄 모든 지역에 IT Park 조성과 이 분야에
대한 우수인력의 조달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디지털 타슈켄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40개 이상
의 정보시스템과 통합된 지오포털(geoportal)의 개시, 대중교통과 통근 인프
라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설, 타슈켄트의 경험을 다음 지역에 이식하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을 ‘과학, 교육 및 디지
털 경제 발전의 기간’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우선 분야에 대한 실행전략을 선정
한다. 2022년까지 미화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디지털정부, 디지털산업,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인프라 등 4개 주요 부문
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표 4-2 참고).

표 4-2.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의 단기 실행목표(2020~22년)
분야
디지털
인프라

실행목표
• 인터넷 홈패스율을 78%에서 95%로 확대하고, 250만 회선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망 구축, 2만 km에 달하는 광케이블망 구축, 모바일 네트워크 고도화
• 전국에서 하향속도 10Mbps의 인터넷 보급, 주요 관광지에 브로드밴드 구축
• 58만 7,000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양성

디지털
교육

• 전국에 청년 및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디지털교육센터 설립(2023년까지
200개의 IT 전문 교육기관 설립)
• 공공기관 인력 1만 2,000명에게 디지털 실무교육 제공

디지털
정부
디지털
산업

• 400개 이상의 정보시스템 및 메일링 서비스 체제 구축
• 기업의 경영관리효율화를 위해 280개의 정보시스템 혹은 프로그램 개발
• 2019년에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슈켄트의 IT Park를 벤치마킹하
여 6개 지역에 IT Park 추가 설립

자료: 조영관(202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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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카자흐스탄65)
카자흐스탄의 ICT 발전전략은 199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3년 ‘정보 카자흐스탄(Information Kazakhstan) 2020’이 승인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보 카자흐스탄 2020은 정보사회로의 전환, 공공행정의 개선,
오픈&모바일 정부기관의 설립, 기업 및 국민의 정보 인프라 접근성 증대에 기
여하였다.66) 2017년에 발표된 ‘디지털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
여 국민 개개인의 생활기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대한 프로그램이
다. 2018~22년 동안 디지털 카자흐스탄 이행계획은 [표 4-3]과 같이 다섯 가
지 주요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표 4-3. 디지털 카자흐스탄 이행계획의 다섯 가지 주요 방향(2018~22년)
주요 방향

설명

세부 내용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① 경제 부문
디지털화

을 촉발하는 획기적인 기술 및 가능성을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경제의 전통 부문
을 재편

• 제조업 및 전력의 디지털화
• 교통 및 물류의 디지털화
• 농업의 디지털화
• 전자상거래의 발전
• 금융기술과 전자결제의 발전
• G2C

② 디지털 국가로의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예측하여 서비스 • G2B
전환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인프라를 변환 • 국가기관 내부활동의 디지털화
• 스마트시티

③ 디지털

데이터의 이전, 저장 및 가공을 위한 초

실크로드의 이행 고속ㆍ안전 인프라를 개발

• 통신네트워크 및 ICT 인프라의 커버리
지 확대
• ICT 분야의 정보보안
• 중등ㆍ기술ㆍ직업고등교육에서 디지털

④ 인적자본자산의
진화

창조적 사회 형성 및 새로운 현실인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변혁

문해 증진
• 국민 전체(교육 및 재교육)의 디지털 문
해 향상

65) Digital Kazakhstan 홈페이지, https://digitalkz.kz/en/about-the-program/(검색일: 2021.
7. 10).
66) e.gov Kazakhstan 홈페이지, “Information Kazakhstan 2020”(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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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주요 방향

설명

세부 내용
• 혁신개발 사이트 지원

⑤ 혁신적 생태계의
형성

산업으로의 혁신 도입뿐 아니라 산학 영 • 기술적 기업가정신, 스타트업 문화 및
역 및 국가 간의 안정적 관계 형성과 함
께 기술기업가적 발전조건의 생성

연구개발 발전
• 벤처금융 유치
• 혁신을 위한 수요 형성

자료: Digital Kazakhstan 홈페이지, https://digitalkz.kz/en/about-the-program/(검색일: 2021. 7. 10).

3)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67)
2019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가발전전략 2018-2040’에 기반한 ‘디지
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 전략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인적자본) 디지털 스킬 개발을 통한 전 국민에 대한 새로운 기회 창출
② (전자정부) 중앙 및 지방행정시스템의 디지털전환을 통한 고품질 디지털
서비스 제공, 효율 증대, 효과성, 개방성, 책임성 및 공공행정시스템 부패
척결 및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참여 수준 증대
③ (경제성장) 경제 우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 국제 파
트너십 강화 및 새로운 경제 클러스터 창출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 전략은 급속한 기술 발전 및 혁신의 관
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①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생산 체인의 디지털 전환, 금융기술의 도입, 경쟁력
있는 전문가의 제공 및 ICT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국내기
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잠재력을 강화
② 동반자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발전전략, EAEU 2025의 디지털 어젠다,

67)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Kyrgyz Republic-Country Commercial
Guide: ICT”(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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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실크로드의 부흥 및 지역의 디지털 인
프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제사업들은 민간부문이 판매시장을 확대하
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며 글로벌 생산 체인에 참여할 수 있
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
③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상거래의 완벽한 추적 및 블록체인 기술 등의 사
용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장애요인의 제거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
제 클러스터의 형성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표 4-4]와 같다.

표 4-4.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의 세부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디지털 교육의 도입 및 교육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대한 디지털 스킬의 개발

디지털 스킬 • IT교육 개발 및 IT산업 고급 IT인력의 대규모 훈련
개발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디지털 스킬 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 개발
• 로컬 언어로 된 국가 디지털 콘텐츠 개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디지털
변혁의
비(非)
디지털
기반

기술 사용에
대한

• 혁신친화적인 환경 조성(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 활용, 공무원의 디지털 능력
함양, 정보 및 정보기술 접근성 개선, 통신인프라 확충,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ㆍ디지털 저작권 보호 등)
• 사이버시큐리티에 대한 전략적 접근(사이버범죄자에 대한 처벌 입법, 적정한
기술 및 인적 자원 배정, 국내외 기관 간 협조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신뢰ㆍ안전 • 국가 정보인프라의 보호(2023년까지 국가사이버보안 전략 및 실행계획 승인
구축

예정)
• 입법부는 역동적인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규
제 및 법률 제정
• 행정부는 국가의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제, 교육, 보건 및 사회

정부기관의
역할

안전과 관련된 통일된 정책 추진
• 사법부는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적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중앙은행은 가장 선진적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 및 외환시스템을 감
독하고 금융기술 발전 담당
• 모든 정부기관은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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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보편적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 확보
• 전국적인 광케이블 백본망 구축 및 국제회선 확보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 모바일 인터넷 발전
• 경쟁촉진을 통해 저렴하게 통신 및 ICT서비스에 접근
• 인터넷 트래픽 교환지점(IXPs)의 설립 및 IPv6 기반 네트워크 개발
• 데이터처리센터(DPC: Data Processing Centers) 구축
• 통합 디지털 플랫폼 실현(전자정부 Tunduk 시스템 활용)

디지털
국가의 발전

• 디지털 의회(입법초안의 온라인 토론 및 청문)
• 중앙 및 지방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 디지털 정의 및 법치
• 국가의 강점에 기반한 디지털화(국제무역, 산업생산, 관광, 경공업, 건설업 및 디지

디지털
경제의 발전

털 거래에 필요한 디지털 조세절차, 전자영수증 및 전자보고서 제출절차 등)
• 국내 디지털 혁신의 지원(R&D 강화, IT전문가 확보 및 공공입찰 참가 독려
등 중소기업 지원,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지원 및 ICT Park 조성 등 ICT
스타트업 지원,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국제 기술
변혁의

이전 촉진 및

디지털

해외탤런트

기반

유치
산업체인의
디지털 전환
농업의
디지털화 및
혁신 촉진

• 지식ㆍ기술 공유에 우호적인 외국 기술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건 조성(지
식재산권 보호, 외국인 전문가 거주 허용, 국내기업 종사자의 해외체류를 통한
IT기술 습득 지원)
• 국가가 대기업 각각의 디지털 로드맵 제공(광업 부문은 IoT와 자동화 제조업
활용), 전력산업의 디지털화로 효율성 증대, 물류 및 운송 부문에서도 디지털
추적,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활용
• 커넥티드 센서, 자동화 논밭갈이 도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무인드
론을 활용한 농경지 이미지 분석 등 농축산업에 디지털 기술 활용
• 전자 품질증명서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간소화
• 농산물의 심화 프로세싱도 디지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
• 3D 모델링, 디지털 디자인 및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적용

경공업의
디지털화

• 재고 관리, 데이터 분석, 신제품 정보, 혁신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고 고수익
시장에 진입, 전자상거래 활용 및 이를 위한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병행
•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통해 통합 지식교환 기지로 활용

관광의
디지털 전환
창조경제

• 관광객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제공(원격업무 수행 및 전자결제 활용)
• 무인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실시간 기상정보, 센서 위치 제공, 신속한 재난
경보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 제고
• 인공지능의 활용 등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서 해방되어 창조적ㆍ과학
적 자기개발에 집중

자료: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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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경제의 개념
타지키스탄 정부는 2019년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이라
는 정부법령(government decree)을 발표하였다. 디지털경제 개념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법률 및 규제 틀의 강화와 디지털 변환기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강화, 인
적자본의 변환, 기업환경의 평가, R&D 및 혁신 환경, 정보보안 및 디지털
기술에 관한 신뢰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조치 마련
② 최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브로드밴드 제공, 최
신의 통신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③ 사회관계망, 에너지 및 광업, 농업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디지털화 및
핀테크와 같은 신규 분야의 창출
디지털경제 개념은 2025년, 2030년 및 2040년까지의 3단계로 시행되며
모든 단계는 Digital CASA68)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를 제안한다.
① 비디지털 기반의 강화 및 파급효과가 큰 주요 이슈 및 사업의 식별(전자정
부 로드맵 추진, ID 및 인증,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문제, 데이터교환에
관한 규제, 오픈 데이터 규제, 디지털계약 및 법률적 수단 및 정보보안 문
제 점검)
② 전문인력의 양성(대학 및 기업, 전국민 대상, 공무원의 디지털 생태계 전문
성 강화)
③ 디지털 전환 관리모형의 개발(대통령 직속 디지털 경제발전 위원회 설치로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 및 임무수행ㆍ피드백ㆍ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 수행)
④ 디지털 전환 과정의 주요 타깃 지표 결정(국가별 순위,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증가율, 국제인터넷회선 증가율,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회선 수,
68) World Bank가 지원하는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CASA: Central Asia and South Asia)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으로 타지키스탄은 2019년부터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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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디지털 시스템에 연결된 기관 수,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수, 제공
디지털서비스 품질향상률,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비중, 디지
털 분야 등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
⑤ 디지털 발전의 현황 평가(비디지털 기반, 공공정책, 리더십 및 기관, 인적
자본, 기업환경, R&D 및 혁신, 정보보안 및 신뢰, 디지털 프레임워크 및
법적 프레임워크, 디지털 인프라, 브로드밴드 접근성, 통신, 데이터센터,
디지털 플랫폼 등)
⑥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지원
⑦ 디지털 전환의 생태계
⑧ 소요자금 조달[정부예산, 개발기관 및 투자자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기금, 글로벌 ICT 업체 등]
2030년까지의 2차 전환단계에서는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을
확산하기 위해 산악, 농촌 및 격오지를 포함한 지역별 디지털 인프라 통신을 강
화하여 상기한 여덟 가지 디지털 기반을 심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관련 디지털 인프라, 국가 네트워크인 GCloud의 커버리지를 확보해 나갈 예
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의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① 브로드밴드 액세스,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기술
② 데이터센터, 플랫폼 및 디지털서비스 개발
③ 정보 지원, 수월성 및 혁신 센터
④ 파일럿 프로젝트 론칭[공공서비스, 이민, 무역 및 관세, 교육, 금융(국제송
금) 및 스마트시티]
끝으로 2040년까지는 주요 산업 및 경제활동에서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를 진행할 예정이다.
① 농업,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제조업(광업, 무역), 서비스ㆍ문화ㆍ교육ㆍ의
약 부문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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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르크메니스탄의 디지털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2018년 12월에 발표된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은 기업
및 투자활동의 성장, 정부행정에 선진화된 방법론 도입과 신규 일자리의 창출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단계(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0~23년, 3단계
는 2024~25년)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경제 발전 개념 2019-2025’의 단
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9)
① 1단계(2019년): 디지털 전환 관련 조직 설립ㆍ디지털 경제 전환 로드맵
개발 등
② 2단계(2020~23): 브로드밴드 디지털 통신 시스템ㆍ디지털 보고체계 도
입등
③ 3단계(2024~25): 국제 디지털 경제 시스템과 통합
④ 기타
- 전국 통신사업자 Altyn Asyr의 3Gㆍ4Gㆍ5G 등 이동통신서비스 고도
화로 프로젝트 완료 시 인구의 100%가 인터넷에 접근 가능, 수도권에
는 광케이블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부기관 간 정보 교환 및 신규 전자서
비스의 도입을 활성화
- 원격 강의 및 비디오 화상회의 등 대학이 주최하는 회의에 외국파트너가 정
기적으로 참석하는 디지털교육을 통해 청소년 교육과 유능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 원격 진료, 원격 컨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개발
- 전자은행, 비현금 페이먼트의 성장,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신용화
(creditting) 강화,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의 도입 등으로 국내외 온라인
상품거래 활성화
-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생산시설을 자동화
69) “Turkmenistan Works on Digitization of the Economy”(2019. 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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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도서관 및 전자서적 활성화로 직장, 여가, 교육에 활용할 뿐 아니
라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환경 조성과 혁신적 프로젝트 참여에 활용
- 디지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GDP의 10% 이상을 담당하는 무역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라 2020년 1~8월
의 소매무역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70)

나. 중앙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경제 전환 계획 요약
중앙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경제 전환 계획을 요약하면, 일부 분야를 제외하
고는 거의 모든 부문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수준에서도
거의 모든 분야가 언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모든 디지털 분야
에 대한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전략에 포함된 분야
우즈베키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키

투르크메니

스탄

스탄

스탄

스탄

스탄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정보보안
디지털 스킬(교육)
디지털정부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제조업
디지털 전력산업
디지털 보건
스마트시티
디지털 생태계(IT Park)
자료: 중앙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경제 전환 계획 정리.
70) Embassy of Japan in Turkmenistan 홈페이지, “Technologies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Trade Sphere”(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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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경제 현황
중앙아시아의 디지털경제 현황을 파악하려면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
뿐 아니라 법령 및 규제 등 제도적 측면, 금융시장의 발전, 교육수준 및 대외개
방도, 혁신추진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동시에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지수, 글로벌 혁신 지수 등 국가들의 전반적인 측
면을 비교하는 지수와 ICT 발전지수, 전자정부 발전지수, 전자상거래 지수, 사
이버보안 지수 등 디지털경제 관련 지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WEF의 GCI(Global Competitive Index)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2004년부터 매년 글로
벌 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GCI는
제도, 인프라, ICT 수용도,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스킬, 생산품시장, 노동시
장, 금융시스템, 시장규모, 비즈니스 역동성 및 혁신능력이라는 12개 기둥
(pillars)의 가중치로 평가된다. WEF의 GCI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3개국
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대 각 국가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4-6.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비교
대상국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18
(72위)

4.38
(51위)

4.41
(50위)

4.42
(50위)

4.49
(42위)

4.41
(53위)

4.35
(57위)

61.8
(59위)

62.9
(55위)

3.45
3.44
3.57
3.73
3.83
3.75
3.90
53.0
(126위) (127위) (121위) (108위) (102위) (111위) (112위) (97위)

54.0
(96위)

3.77
3.80
(105위) (100위)
142

144

-

3.93
(91위)

4.03
(80위)

4.12
(77위)

148

144

140

138

4.14
52.2
52.4
(79위) (102위) (104위)
137

140

141

자료: WEF 홈페이지, https://www.weforum.org/reports(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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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I를 구성하는 지표 중 디지털경제와 관련이 있는 지표 및 이 부문의 중앙
아시아 3개국의 2019년 순위는 [표 4-7]과 같다.

표 4-7. GCI 중 디지털경제 관련 지표(2019년)
내용
기둥

제도

ICT 수용도

중분류

소분류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공공부문 실적

e-참여도

41

72

116

정부의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디지털경제 모형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응도

43

110

66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18

59

83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66

38

129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65

95

132

100명당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 수

33

54

-

성인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비중(%)

47

106

122

현재 노동력 스킬

경제활동인구의 디지털 스킬

43

91

57

금융시스템

심도(depth)

벤처캐피털 이용가능성

89

102

55

비즈니스
역동성

기업가 문화

혁신적 기업의 성장

107

132

61

파괴적 아이디어 수용 기업

76

94

82

혁신 능력

연구개발

스킬

10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78

127

108

GDP 대비 R&D 지출 비율

101

110

109

자료: WEF 홈페이지, https://www.weforum.org/reports(검색일: 2021. 7. 10).

2) INSEAD의 GII(Global Innovation Index)
INSEAD(INStitut Européen d’ADministration des Affaires)는 코넬대학
교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와 함께 2007년부터 글로벌 혁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71) 글로벌 혁신지수는
혁신투입지수(Innovation Input Sub-Index)와 혁신산출지수(Innovation
Output Sub-Index)의 평균이며 혁신투입지수는 5개의 기둥, 혁신산출지수는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71) Global Innovation Index(검색일: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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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글로벌 혁신지수의 구성
글로벌 혁신지수
혁신투입지수
제도

인적자본 및

인프라

연구

혁신산출지수
시장 성숙도

• 교육

• 규제환경

• 고등교육

• 사업환경

• R&D

지식 및 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 무형자산

• ICT 인프라 • 신용

• 정치환경

기업 성숙도

• 지식 노동자 • 지식 창출

• 범용 인프라 • 투자
• 생태적

• 무역, 경쟁 및

지속성

시장 스케일

• 혁신 링키지 • 지식 임팩트
• 지식 흡수력 • 지식 확산

• 창의적 재화
및 서비스
• 온라인
창의성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검색일: 2021. 6. 25).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의 글로벌혁신지수 순위는 [표
4-9]와 같다.

표 4-9.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

’07

우즈
베키
스탄

카자
흐스
탄

키르
기스
스탄

전체
순위
투입

N/A

산출
전체
순위
투입

61

산출
전체
순위
투입
산출

101

’08~ ’09~

’12

’13

’14

’15

59

127

133

128

122

93

67

100

114

124

112

81

44

137

138

123

127

118

’09

’10

’11

’16

’17

’18

’19

’20

72

63

84

83

84

79

82

75

78

74

79

77

81

68

64

67

69

69

75

65

64

55

64

60

67

62

103

105

106

101

107

90

93

91

92

94

122

104

85

109

117

112

109

103

95

94

90

94

117

103

89

90

97

90

94

92

86

85

78

88

126

95

80

131

133

131

118

109

104

101

11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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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07

타지
키스
탄

전체
순위
투입

94

산출

’0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5

116

108

101

137

114

86

94

101

100

109

109

116

120

111

113

114

115

102

100

104

107

108

109

87

99

109

85

140

106

69

88

88

83

99

130

132

125

141

142

143

141

128

127

126

129

131

’09

’10

112

비교
대상

107

국수
자료: INSEAD Global Innovation Index DB(검색일: 2021. 7. 10).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중앙아시아 3개국이 투입 순위가 산출 순위보다
높아 혁신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R&D를 진행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이윤보다는 사회복지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020년에
국한하여 국가별 혁신지수 순위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4개국 모두 투입요
소인 시장성숙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고, 산출요소인 온라인 창
의성 분야에서는 대체로 순위가 낮았다. 카자흐스탄이 제도, R&D 및 ICT 분
야에서 순위가 높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성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0. 글로벌 혁신지수 세부항목 순위(2020년)

제도

인적자본
및 연구
(R&D)

인프라
(ICT)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 및
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온라인
창의성)

우즈베키스탄

95

77
(94)

72
(72)

27

127

90

127
(126)

카자흐스탄

49

68
(57)

66
(42)

53

71

80

10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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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제도

인적자본
및 연구
(R&D)

인프라
(ICT)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 및
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온라인
창의성)

키르기스스탄

92

73
(109)

97
(86)

66

105

81

117
(102)

타지키스탄

118

87(112)

123
(119)

60

128

77

113
(99)

자료: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2020).

3) ITU의 IDI(ICT Development Index)
ITU는 2009년부터 매년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발
표해 왔다. ICT 발전지수는 ① ICT 접근성(access)(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자당 국제인터넷 용량(bit/s),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인터넷 접근가능 가구 비율) ② ICT 활용(usage)(인터넷 사용
개인 비율, 100명당 유선인터넷 가입자 수,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③ ICT 스킬(skills)(평균 교육연수, 중등교육 등록 비율, 고등교육 등록 비율)
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4-11]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IDI 값 및 순위이다.

표 4-11. 중앙아시아 국가의 IDI 값 및 순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2)

우즈베키스탄

2.77
(104위)

3.02
(104위)

3.27
(116위)

3.40
(115위)

-

3.80
(109위)

4.90
(103위)

카자흐스탄

4.81
(62위)

5.41
(49위)

5.80
(53위)

6.08
(53위)

6.20
(68위)

6.40
(49위)

6.79
(51위)

키르기스스탄

3.02
(112위)

-

3.69
(107위)

3.78
(108위)

4.62
(97위)

3.90
(105위)

4.37
(110위)

투르크메니스탄

2.44
(109위)

-

-

-

-

-

-

비교국가 수

152

155

157

166

181

175

176

자료: ITU(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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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의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서비스(OSI: Online Service Index),73) 유무선 통신인프라의 수준을 측정하
는 통신인프라(TII: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dex),74) 국민
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HCI: Human Capital Index)75) 등 세 가
지 세부지표를 종합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표 4-12. 중앙아시아 국가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우즈베키스탄

0.4498
(87위)

0.5099
(91위)

0.4695
(100위)

0.6780
(47위)

0.6207
(81위)

0.6665
(87위)

카자흐스탄

0.5578
(46위)

0.6844
(38위)

0.7283
(28위)

0.5932
(67위)

0.7597
(39위)

0.8375
(29위)

키르기스스탄

0.4417
(91위)

0.4879
(99위)

0.4657
(101위)

0.5932
(67위)

0.5835
(91위)

0.6749
(83위)

타지키스탄

0.3477
(122위)

0.4069
(122위)

0.3395
(129위)

0.2034
(149위)

0.4220
(131위)

0.4649
(133위 )

투르크메니스탄

0.3226
(130위)

0.3813
(126위)

0.3511
(128위)

0.0678
(179위)

0.3652
(147위)

0.4034
(158위)

비교국가 수

189

190

193

193

193

193

자료: UN(2020).

5) UNCTAD의 B2C E-commerce index
UNCTAD의 B2C 전자상거래 지수(E-commerce index)는 한 국가의 온
라인쇼핑 지원 준비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다음 네 가지 지표의 단순평균이다.
72) 2018년부터는 IDI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73) UNDESA가 193개 UN 회원국에 대해 각 정부 접근방식의 전반적 내용, 오픈 정부 데이터, e-참여,
다채널 서비스 제공, 사용 정도 및 디지털 격차, ICT 활용을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74) ITU에서 자료 제공.
75) UNESCO에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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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세 이상 인구 중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제공사업자의 계정 보유자
비율(자료: World Bank)
②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 비율(자료: ITU)
③ 우편서비스 신뢰성 지수[자료: UPU(Universal Postal Union)]
④ 100만 명당 보안 인터넷 서버 수(자료: World Bank)
[표 4-13]은 2015~2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B2C 전자상거래 지수
순위이다.

표 4-13. 중앙아시아 국가의 B2C 전자상거래 지수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우즈베키스탄

43.8
(78위)

26.1
(108위)

35.0
(106위)

48.2
(86위)

45.4
(93위)

37.0
(107위)

카자흐스탄

50.8
(64위)

36.5
(88위)

66.0
(51위)

68.1
(53위)

68.5
(57위)

68.2
(60위)

키르기스스탄

-

23.8
(109위)

29.0
(117위)

33.8
(114위)

36.4
(111위)

44.3
(97위)

타지키스탄

31.1
(91위)

-

-

-

25.7
(129위)

30.0
(121위 )

비교국가 수

130

137

144

151

152

152

자료: UNCTAD(2020).

6) ITU의 GCI(Global Cybersecurity Index)
ITU는 2014년부터 국가의 사이버보안 문화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둥에
근거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를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표 4-14, 표 4-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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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구성
기둥

지표
• 사이버범죄 입법 • 사이버보안 규제 • 스팸 봉쇄/억제 입법

법적(legal)

• CERT/CIRT/CSIRT • 표준 시행 프레임워크 • 표준화 기관
• 기술적 메커니즘 및 스팸 처리를 위해 동원된 역량

기술적(technical)

• 사이버보안 목적을 위한 클라우드의 활용
• 어린이 온라인 보호 메커니즘

조직적(organizational)

•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 책임 에이전시 • 사이버보안 메트릭스
•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
• 사이버보안 전문가 인증 및 승인을 위한 프레임워크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문 트레이닝 과목
• 사이버보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 교과과정
• 사이버보안 R&D 프로그램 • 유인 부여 메커니즘

협력(cooperation)

• 양자협정 • 다자협정 • 국제 포럼/협회 참석
• 민관협력 파트너십 • 기관 간/기관 내 협력 파트너십 • 모범 사례

자료: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DB(검색일: 2021. 6. 15).

표 4-15.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순위
2014*

2016

2018

2020

우즈베키스탄

0.147
(118위)

0.277
(92위)

0.666
(52위)

71.11
(70위)

카자흐스탄

0.176
(103위)

0.352
(82위)

0.778
(40위)

93.15
(31위)

키르기스스탄

0.118
(128위)

0.270
(96위)

0.254
(111위)

49.64
(92위)

타지키스탄

0.147
(118위)

0.292
(90위)

0.263
(107위)

17.10
(138위)

투르크메니스탄

0.088
(145위)

0.133
(131위)

0.115
(143위)

14.48
(144위)

비교국가 수

195

164

175

194

주: *는 순위를 재배열함(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24위→118위, 카자흐스탄: 23위→103위, 키르기스스탄: 25위→128
위, 투르크메니스탄: 26위→145위).
자료: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DB(검색일: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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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글로벌 정보보안 세부지표 점수(2020년)
총점

법적 지표

기술 지표

조직 지표

역량 지표

협력 지표

우즈베키스탄

71.11

19.27

12.56

10.05

15.68

13.56

카자흐스탄

93.15

20.00

19.54

18.46

15.15

20.00

키르기스스탄

49.64

13.43

7.85

14.37

1.87

12.11

타지키스탄

17.10

10.22

0.00

5.63

1.25

0.00

투르크메니스탄

14.48

10.22

0.00

0.00

0.00

4.26

자료: ITU(2021b), pp. 103-105.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다섯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반면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술 지표, 조직 지표, 역량 지표 및 협
력 지표에서 점수가 매우 낮았고, 키르기스스탄은 역량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표 4-16 참고).

7) 중앙아시아 디지털경제 동향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서비스업 생산액은 218조 9,000억 숨(약 24조
1,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 중 정보통신업은 12조 9,000억 숨(약 1조
4,200억 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에서 5.9%를 차지한다. 정보통신업은 총 GDP
의 약 2.2%76)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통신서비스의 수
요가 증가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업 다음으로 높은
15.3%의 성장률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는 정보통신업을 통신,
프로그래밍 서비스, 출판업, 기타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통신이 78.4%로 주
를 이루고, 프로그래밍 서비스가 6.9%, 출판업이 4.6%, 기타가 10.1%를 차지
한다.
성장률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통신과 프로그래밍 분야의 기업 수 증가이
다. 2020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기존 및 신규로 등록된 정보통신 분야 기업

76)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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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총 8,277개사로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20년 전체 기업 수가 668개사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
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신 이외에 프로그래밍과 정보통
신서비스 분야의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
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업 수는 전체 대비 약 3.4%로 그 비율이 낮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라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77)

표 4-17.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경제 세부 분야별 기업 수
(단위: 개사, %)

분야

기업 수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

통신

2,539

30.7

9.9

프로그래밍

2,519

30.4

19.5

출판

1,298

15.7

14.2

정보통신서비스

1,238

15.0

20.2

영상제작

508

6.1

7.9

기타

175

2.1

-5.9

합계

8,277

100.0

14.3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설립된 카자흐스탄의 최대 국영기업인 Zerde
(2020)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ICT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GDP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표 4-18 참고).

표 4-18. 카자흐스탄의 디지털경제 규모 및 비율
(단위: 조 원, %)

2014

2015

2016

2017

ICT 산업의 생산 및 판매액

4.3

4.4

4.6

5.2

2018
5.7

IC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9

3.9

3.5

3.4

3.3

자료: Zerde(2020).

77) ｢우즈베키스탄의 IT산업 트렌드 및 유망분야｣(2021. 5.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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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에서 IT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통신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4-19 참고).

표 4-19. IT시장과 통신시장의 비율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ICT 중 IT시장의 비율

71.0

70.8

66.1

63.3

59.8

ICT 중 통신시장의 비율

29.0

29.2

33.9

36.7

40.2

자료: Zerde(2020).

IT시장은 IT장비,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그 비율
은 [표 4-20]과 같다.

표 4-20. IT장비,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의 비율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64.4

53.7

51.2

53.2

52.0

IT시장 중 IT장비의 비율
IT시장 중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비율

3.1

8.6

9.6

6.0

8.2

IT시장 중 IT서비스의 비율

32.6

37.7

39.2

40.7

39.8

자료: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통계위원회.

끝으로 카자흐스탄 ICT 부문별 기업 수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카자흐스탄의 디지털경제 세부 분야별 기업 수
(단위: 개사, %)

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기타
부대서비스
통신

기업 수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

3,567

54.5

16.6

765

11.7

0.8

도매 정보통신 장비

779

11.9

3.7

컴퓨터 수리 및 통신장비

734

11.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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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계속
(단위: 개사, %)

분야

기업 수

비율

전년 대비 증가율

상면제공 및 데이터 가공: 웹 포털

556

8.5

12.6

소프트웨어 출시 보안

68

1.0

0.0

전자 세부 정보

20

0.3

-25.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

25

0.4

0.0

통신기기 생산

19

0.3

-5.0

악기 제조 및 가전

10

0.2

25.0

정보전송용 자기 및 광학매체 생산

0

0.0

0.0

합계

6,543

100.0

11.1

자료: Zerde(2020).

8) 소결
디지털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
흐스탄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대체
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표 산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았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빠져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
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해당 정부에서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지표를 연도별로 살펴볼 때 국가별로 한 방향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의 순위 변동이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각각의 지표가 매우 방대한 자료의 평균치로 구성되
어 있어 특정 세부지표가 큰 폭의 변화를 보여도 다른 세부지표가 이를 상쇄하
여 평균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경쟁력 지표들은 향후 국가별 협력 분야를 정할 때 중요한 판단근거
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발전순위 및 전자상거래 발전지수의 순위가
높은 카자흐스탄과는 클라우드 전자정부의 구축, 디지털 트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의 디지털 협력을 모색하는 경우 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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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비해 클 것이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디지털경제 시장을 살펴본 결과, 그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 분야 기업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 수의 증가는 혁신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한편으로 한국
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력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은 크게 공공부문인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2021년 중점협력국가로 키르기스스탄과 타
지키스탄이 추가되어 앞으로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 반면 디지털경제 분야의
민간협력은 KT와 LG CNS가 우즈베키스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활발한 사
업을 진행한 것을 제외하면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현황
1) 중앙아시아 대상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현황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경제 프로젝트로는 세계은행의 ‘Digital
CASA’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현재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통합된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적정요금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제고
하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제공 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외에도 Regional UN Group for Europe and Central Asia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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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에서는 “Suppor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Accelerating Achiev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우수사례의 교류, 학교 커넥티비
티 향상 이니셔티브, 벽촌지역 여성을 위한 디지털 서포트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략 개발 평가, 축산 분야
동물에 대한 개체 확인(identification) 및 추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국가 통
계청의 종이문서 기반의 가격 데이터 수집에서 전자기반의 데이터 수집으로의
전환 지원, 토지 정보 및 자원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투르크메니
스탄에서는 은행의 디지털 전환 지원,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지원,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프로젝트 등을 시행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서는 공공업무의 개혁 및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양자협력 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ITU의 지원을 받아 ICT 분야 여성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
젝트에는 ‘무함마드 알콰리즈미’ 타슈켄트 정보기술 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
며 소녀와 여성의 IT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 허브 역할을 한다.
해외의 전략적 양자 파트너로는 러시아도 있다. 통신 및 정보화 분야에서 러
시아와의 양자협력은 ‘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협정’(1998년 10월 11일) 및 ‘정보 기술, 우편 통신 및 통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통신부 간의 협정’(2006년 5월 22일)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 분야에서 O’zbektelekom과 우편 통신
분야의 주요 러시아 이동통신 사업자(PJSC Rostelecom, PJSC VimpelCom,
OJSC MTT, PJSC Megafon 등) 간에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
통신 분야 이외에도 러시아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IT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Yandex.Metro, Yandex.Plus, Yandex.Taxi, Yandex
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최대 검색기업 Yandex가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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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불 시스템인 UzCard와 협력하고 있
는 인기 소셜 네트워크 Odnoklassniki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벨라루스와도 양자 간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 분야
에서는 JSC ‘Uzbektelekom’과 ‘Beltelecom’이 국제전화 및 전신통신의 상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순위 협력 분야 중에는 2017년부터 IT 사업 및 스
타트업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벨라루스 첨단기술단지와의 교류 및 경험 교환이
있다. 벨라루스의 경험은 우즈베키스탄 내 IT 산업 진흥 및 창업 진흥 단지인 IT
Park 단지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EPAM Systems, SoftClub, Exadel과 같은
벨라루스 최고의 IT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우즈
베키스탄 IT Park에 입주하고 있다. 또한 TUIT(타슈켄트 IT 대학)에 우즈베크벨라루스 공동 전문 학과가 개설되었다. 2021년 초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전자정
부사업관리센터와 벨라루스 국립전자서비스센터 전문가들이 온라인 회의를 여
러 차례 개최하여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주요 양자협력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UAE와 함께
2017년 UAE에서 시작된 ‘One Million Arab Coders’ 프로그램과 유사한
‘One Million Uzbek Coder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
운 세대의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별 포털인 UzbekCoders.uz
를 통해 프로그래밍에서 일반 교육까지 원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개발부가 두바이미래재단,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IT아카데미, ‘무함마
드 알콰리즈미’ IT 학교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인도와는 2019년 1월 7일 대통령령에 따라 타슈켄트에 아미티대학교(Amity
University)가 설립되었다. 2019/2020년에 시작된 학년도에는 17명의 박사
급 교수와 교사가 채용되었으며 2020/2021학년도에는 온라인 입학 결과에
따라 384명의 학생이 입학했다.78)
78)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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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2011년 이후 중앙아시아 대상 디지털 ODA 사업
우리나라는 2009년 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개도국에 대한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그중 중앙아시아에 지원된 디지털경제 관련 유상 ODA 사업에는 전자정
부 및 e-러닝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되며, 2011~20년간 유일한 ODA 중점협력국
인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표 4-22. 2011년 이후의 주요 유상 ODA 사업
협력국

총예산

사업기간

사업분야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177억 원

2011~18

전자정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

170억 원

2015~17

전자정부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

378억 원

2016~19

e-러닝

교육정보화 2차사업

우즈베키스탄

309억 원

2017~19

전자정부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계

1,034억 원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2020).

한편 디지털경제 관련 무상 ODA 사업도 전자정부와 교육 관련 사업이 대부
분이지만 스마트시티, ICT 창업 등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대상국도 우즈베
키스탄에 집중되어 있지만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
자흐스탄과도 전자정부와 교육 분야의 ODA 사업을 진행해 왔다.

표 4-23. 2011년 이후의 디지털경제 무상 ODA 사업
협력국

총예산

사업기간

사업 분야

키르기스스탄

4.55억 원

2018~19

전자정부

우즈베키스탄

7.7억 원

2020~21

교육

키르기스스탄

4.48억 원

2021~22

스마트시티

166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사업명
통합 수자원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ICT
지원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관리 정보시스
템 구축 지원
비슈케크 e-Mobility 로드맵 개발 지원

표 4-23. 계속
협력국

총예산

사업기간

사업 분야

우즈베키스탄

62.2억 원

2013~15

전자정부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78.4억 원

2014~17

전자정부

표준청 국가동등성 확보지원 및 통합시스
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

79.8억 원

2016~18

전자정부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우즈베키스탄

33.9억 원

2018~21

교육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정보화시
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 사업

우즈베키스탄

54.45억 원

2021~25

ICT창업

IT Park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조
성 및 역량강화사업

키르기스스탄

68.9억 원

2014~16

전자정부

선거역량 배양사업

키르기스스탄

13.45억 원

2017~18

전자정부

선거역량강화 2차 사업

키르기스스탄

85.0억 원

2016~17

전자정부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사업

키르기스스탄

41.2억 원

2016~18

전자정부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투르크메니스탄

11.3억 원

2013~15

전자정부

국제관계대학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3.6억 원

2017~19

전자정부

선임연구원 및 중간관리자를 위한 ICT
역량강화

우즈베키스탄

68.38억 원

2019~22

전자정부

국가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

우즈베키스탄

8.0억 원

2015~18

e-러닝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

우즈베키스탄

3.20억 원

2019, 2020

교육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키르기스스탄

2.60억 원

2019, 2020

교육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우즈베키스탄

0.75억 원

2020

e-러닝

우즈베키스탄

0.66억 원

2021

교육

우즈베키스탄

5.45억 원

2016, 2017

전자정부

개도국 정보통신 방송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4.4억 원

2018, 2019

ICT창업

개도국 정보통신 방송정책자문

우즈베키스탄

5.93억 원

2020

ICT교육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운영

투르크메니스탄

6.04억 원

2021

ICT교육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강화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우즈베키스탄

10.0억 원

2020

전자정부

NGIS 적용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화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14.39억 원

2020~22

전자정부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타지키스탄

48.06억 원

2019~21

전자정부

개도국 관세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타지키스탄

7.31억 원

2017

전자정부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카자흐스탄

7.31억 원

2017

전자정부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우즈베키스탄

3.0억 원

2017

전자정부

ICT 선거역량 강화 지원 사업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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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앙아 디지털 분야 민간협력
디지털경제와 관련한 민간부문의 교류는 크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온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와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우즈
베키스탄 진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통신기업인 KT는 2007년 East Telecom과 Super iMax 투
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였다. East Telecom은 우즈베키스탄 전
국에 유무선 인터넷, 전용회선, 전화, VPN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업자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전국 백본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 2개사 중 하나이다.
East Telecom은 고품질의 프리미엄급(10G~100G)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업그
레이드를 해 왔으며, 다양한 ICT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uper iMax는
2008년 9월에 타슈켄트에서 WiMAX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7월에는 타슈켄트시를 거의 망라하는 LTE-TDD 상용 서비스(브랜드명 EVO)를
개시하였다. 2020년 3월에 East Telecom은 Super iMax와 합병하였으며, 최
근에는 Data Center, Contact Center, Video Surveillance, 메시징서비스,
E-Commerce 등 ICT 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모색하
고 있다.79)
LG CNS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개발부(MDITC: Ministry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와 ICT 합작법인(LG CNS Uzbekistan
LLC, 이하 ‘LG CNS 우즈베크’)을 설립하였다. LG CNS가 51%, 우즈베키스
탄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산하의 국영기업인 ‘우즈텔레콤’과 ‘유니콘’이 각각
29%, 20% 지분을 갖는 구조이다.80) LG CNS는 ‘LG CNS 우즈베크’ 설립 이
후 통합플랫폼, DB구축사업, 전자도서관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
가지리정보(NGIS)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81)
79) KT, ｢글로벌 사업소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80)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법인 출범｣(2015. 9.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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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는 최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카자흐스탄
의 열악한 인프라 지원, 원격의료,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
그램 지원이 많았다.

표 4-24.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사업
구분

날짜

내용

’19. 11 한국정보화진흥원, 카자흐스탄과 국제 IT협력 프로젝트 운영협정 체결
’19. 12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카자흐스탄에 기술교류센터 개소
’20. 2
정부

한국 정부,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컨소시엄 모집

’20. 11 산자부,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ㆍ보건의료ㆍ농업환경ㆍ문화교류 추진
’21. 4

수자원공사, 카자흐스탄 물산업 디지털화 선도

’21. 8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21. 8

과기정통부, 한국-카자흐스탄 에너지ㆍITㆍ우주산업 협력

’19. 9

동아대병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원격진료센터 개소

’19. 10 에스알포스트,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분야 MOU 체결
’19. 11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 대안신용평가 사업 시작
기업

’20. 4

나래트랜드, 카자흐스탄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

’20. 9

KT, 카자흐스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

’20. 11 파인헬스케어, 카자흐스탄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
’21. 9

탈라스디에이, 카자흐스탄 보안업체 ‘쿠제트911’과 업무협약 체결

자료: NIPA 글로벌 ICT포털(2021a).

최근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카자흐스탄에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 물류시장을
공략하고자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신속ㆍ정
확한 배송을 강점으로 2021년부터 배송 가능 도심 확대ㆍ제품 수송 영역 및 물
류센터 관리 등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카자흐스
탄 1위 음료 제조기업 RG브랜즈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카자흐스탄을 중심
으로 인근 신흥 시장 개척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RG브랜즈의 물류센터에서 도
심 내 도소매점으로 운송하는 스마트 물류를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유제품, 육
81) ｢LG CNS,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총액 2억달러 돌파...국내최초｣(2016. 1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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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약품 등 현지 기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82)

나. 성과
우리나라는 2011~20년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
로 ODA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다. 더욱이 대규모 프로젝트인 디지털 분
야 EDCF 사업 4건이 모두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기간에 걸
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협력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나
라는 두 차례(2013~15년, 2020~22년)에 걸쳐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83)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이나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의 협력을 넘어 시범사업용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센터가 건설될 유럽의 세르비아, 아프리
카의 튀니지 및 중남미의 파라과이 등 대륙별 거점들의 시범사례가 되어 한국
형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1년 1월 스마
트 팩토리, 친환경ㆍ지능형 농기계,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무역 등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우즈베크 디지털산업협력
MOU를 체결하였다.84) 이와 같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의 협력은 전
자정부와 e-러닝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산업협력,
국제개발협력(ODA), 정보교환 등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협력도 활발히 진행되는데, KT는 통신서비스
82) NIPA 글로벌 ICT포털(2021b).
83) 경제외교 활용포털(2020),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 설립｣(검색일:
2021. 10. 18).
84) 산업통상자원부(2021. 1. 28),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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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LG
CNS도 각종 교육정보화사업과 전자도서관구축사업 등의 수주실적 등을 기록
하여 회사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
출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문제점
우즈베키스탄과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협력과 이에 따른 성과는 다른 한편
으로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제1기와 제2기 중점협력국에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
즈베키스탄만 포함되어 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ODA 사업규모는 미미한 수
준이다.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과의 디지털 분야
ODA 사업이 키르기스스탄의 스마트시티 및 교육정보화 분야 각 1건과 투르크
메니스탄의 디지털 교육 분야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자정부 분야에서만 진행
되어 균형 있는 디지털경제 협력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못하자 ODA 사업이 민간협력으로 연결
되거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즈베키스탄의 KT와 LG CNS를 제외하면 디지털경제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와 LG전자의 휴대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디지털 기기 판매를 위한 상
사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전부였다.85)
그러나 2017년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고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이 추
진되면서 신북방 대상국가에 포함된86)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
히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1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3기 중점협
력국 27개국에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이외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포
85) 이평화(2021), pp. 19~20.
86)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신북방 대상국가｣(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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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87) 향후 5년간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ODA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KT는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전력량 계측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88) 양측은 해당
업무협약 추진과 관련하여 5G, 인터넷 뱅킹, 헬스케어, 에너지, 미디어 콘텐
츠, 스마트시티 등 각종 분야의 사업을 검토한 바 있어 향후 디지털 분야의 다
양한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
신북방정책의 비전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에서는 8대 분야(K방역ㆍ보건의료, 문화ㆍ교육 교류, 농수산 교역, 금융ㆍ통상
ㆍ혁신 플랫폼, 디지털ㆍ그린 협력, 산업인프라 협력, 통합네트워크 구축, 지역
별 맞춤형 협력)에서 7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다섯 번째 과제는 디
지털ㆍ그린 협력이다. 디지털ㆍ그린 협력의 단기과제로는 디지털정부 협력, 과
학기술ㆍICT 협력, 신산업 협력, 수자원 협력, 친환경 에너지 협력, 산림 협력
활성화, 디지털ㆍ그린 분야 ODA 등을 명시하고 있다.89)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온라인/비대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확대
하는 것이 신북방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되고 있다.90)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
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 관련 각종 프로젝트의 수주가 활기

87) 관계부처합동(2021).
88) ｢KT,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에너지 시장 출사표…업무협약 체결｣(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0).
8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ukbang.go.kr/bukbang/(검색일: 2021. 8. 15).
90)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20.5. 29),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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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띠고, 인프라 확충에 따른 통신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
특히 디지털 분야의 협력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에서 살펴본 중앙아시아 5개국의 디지털 전환 계획 및 혁신산업 육성
계획이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성 및 강점 보유
분야와 일치하므로 한국과의 협력 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디지털경제의 대부분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되, 국가별로 디지털 산업환
경 및 인프라 발달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
아시아의 디지털 전환 목표와 우리의 신북방정책 디지털 협력 방향성을 고려하
여 우선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스마
트팜, 디지털 창업 활성화를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디지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농업(스마트파밍),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IT
기반 창업허브 구축 및 창업활성화, 스마트시티 및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이
었다.

표 4-25. 현지전문가 서면 인터뷰 결과 디지털경제 분야 우선순위
우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

5G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AIㆍIoTㆍ빅데이터 등 신기술

2

전자정부

디지털 농업

순위

3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4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5

디지털 농업

전자상거래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디지털 창업
스마트시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자료: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서기관
Rakhymzhan Altynbai 서면 인터뷰(2021. 10); 키르기스스탄 Unique Technology 실장 Gulzada Urgunalieva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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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현지전문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위와 같은 분야 외에 블록체인 기술, IT 교육 및 원격교육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그 범위 및 사업주체를 온
전히 디지털 협력으로 보기 힘든바 본 연구에서는 핵심 지원 분야로 분석하지
는 않았다.

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인프라로서
3G, 4G 등 안정적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는 러시아 계열의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장비는 중국의 화웨이 등이 오
래전부터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시장을 점유하고 통신서비스나 인프라 구축 분
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참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의 품질, 규모, 기술 면에서 5G
를 상용화한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5G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 5G
분야는 5G 구축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모빌리티, AR/VR 등)를 포함하
여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크다. 이를 기반으로 기타
상위 레벨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미 2019년에 5G 관련 경험을 공유한 바 있
다. 카자흐스탄 정부와도 2019년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
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과 포용적 혁신성장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하
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ㆍ방위항공우주산업부 간
4차 산업혁명 MOU, 우주협력 MOU, 국제IT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의향서
(LOI)를 체결한 바 있다

174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카자흐스탄의 디지털발전, 혁신, 항공우주
산업부 산하기관인 최대국영기업 제르데(Zerde)와 2019년 11월 한국-카자흐
스탄 국제 IT협력 프로젝트의 운영 협정(2020~22년 3년간 운영)을 체결하였
다. 양 기관은 디지털경제 정책교류,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5G 네트워크 등 한국의
선도 기술을 공유 및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디지털경제 정책교류(공동 구축 등의 우수 사례
공유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를 활용한 첨단기술/미
래기술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서는 KT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Bukhara)에 전자식 계량기를 통해 전력 사용량
을 파악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미터 시스템(AMI: Automated Metering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수도 타슈켄트에 국가 스마트미터 관
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다.91) 이러한 프로젝트에 5G 기술을 접목하여 성
공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 내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역내
디지털경제 관련 기업들의 협력과 현지 진출 등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나. 전자정부
1) 중앙아시아의 전자정부 현황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의 충족을 전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는 전자정부의 도입이다. UN의 2020년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에서 살펴보았듯이,
91)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으로 보고 있다」(2020. 10. 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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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자정
부 발달 정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ww.my.gov.uz라는 단일 통합 공공서비스 포털을
개설하여 모든 사용자의 신청서가 수집되고 적절한 기관에 배포되도록 하여 사
용자 및 처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이 포털에서는 140종이 넘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6만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40%는 개
인이고, 60%는 기업 사용자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도
입된 대부분의 G2C, G2B 서비스가 사용자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방 혹은 시 정부 단위의 온라인 서비스 부족, 온라인 포
털 사용의 복잡성 등). 또 다른 문제점은 벽촌지역 인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
비스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 거주 인구 역시 50% 이상이 이
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부처 간 또는 기관 간의 사용 범위에 한정되며 국민의 실
제 사용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92) 그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정부 웹사이트의 기능은 정보 제공 위주이며 온라인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옵
션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됨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다.93)
카자흐스탄도 단일 공공서비스 포털(egov.kz)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8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총 165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2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발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94)
92) Kuldosheva(2021), p. 25.
93) Ibid., p. 26.
94) Ibid.,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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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manbek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역시 전자정
부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72%가 전자정부 포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화, 우편 혹은 대면 신청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편이 여전히 더 편리하며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각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95)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는 전자정부 인프라를 아직 구비하지 못했거나 전자
정부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발히 사용되도록 보완을 통해 활성화가 필
요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중앙아시아 전자정부 협력 방향성
우리나라는 이미 2013~1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운
영한 경험이 있다. 2020년에는 두 번째 ‘한-우즈베크 전자정부 및 디지털 경제
협력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 협력하고 있
다. 협력센터는 2020~22년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전자정부 컨설팅, 시
스템 구축 등 공동 협력사업의 수행, 초청연수, 현지연수, 전자정부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96) 2019년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우즈베키스탄에 전자무역플랫폼(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 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다(우즈베키스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ODA를 받아 구매).97) 이처럼 행정
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전자무역과 관련된 수요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구축을 교두보로 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이
를 바탕으로 기타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EDGI는 2020년 0.9560으로 세계 2위의 최상위 수준
이다. 앞서 보았듯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전자정부를 적극 활용할 수
95) Amanbek et al.(2020), p.10.
96) 경제외교 활용포털(2020),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 설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0).
97) ｢우즈베키스탄에 전자무역플랫폼 수출｣(2019. 7.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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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 능력의 증진, 전자정부의 홍보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패키지 형식으로 구상하여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도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간의 발전 지원 방침이 세워졌다.
행안부는 UNDP와 협력하여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전자정부를 추진할 계획이
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인 에스알포스트는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누르술탄시 산하의 스마트시티 추진 기
관인 아스타나이노베이션과 2019년 10월에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분야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전자상거래
1)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현황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인 트렌드와 비슷하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프
라인 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하
고 있으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등 전자상거래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전
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결제 시스템,
물류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Euromonitor사에 따르면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7,778억 숨(약 850억 원)이며, 2022년까지는 1조 4,233억 숨(약 1,557억
원)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현금 결제 이외에도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온라인과 연동시켜 주는 Payme, Click과 같은 모바일 결제 애플
리케이션 사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2018년 5월,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판매자들은 전자PO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 결제를 승인하고 소비자는 제3자를 통한 거래가 가능
한 환경이 구축되었다. 현재 현지 물류업체 17개사가 우즈베키스탄 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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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48시간 내 배송을 완료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
공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주로 국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이용
자들은 알리바바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알리바바의 비율
은 78.8%). 국외 거래는 관세 문제, 우즈베키스탄 내 국제 거대 전자상거래 플
랫폼의 결제 방식 미도입 등과 같은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Arba Savdo, Osonol.uz, Esavdo.uz(최근 우즈베키스탄 상공
회의소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설), Mediapark.uz, Artelmarket.uz 등이
있다. 또한 Lebazar.uz, Arba.uz와 같은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를 대신해 마트
에서 장을 보고, 구입한 물품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다. 배달 플랫폼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수를 누리고 있다. 현재 우즈베
키스탄에서 유명한 배달 플랫폼은 Express24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물류시스템이며, 물류시스템에서 필수적
인 것은 주소 시스템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 정부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주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처럼 네이버맵, 카카오
맵, 구글맵 등을 통해 번지수나 상호명만으로 쉽게 목적지를 찾아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개방형 전자 주소 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과도 연계
되어 있는 문제이다.98)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는 은행계좌가 없는 인구도 상당수이며 대부분의 상점
이 아직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현금 기반
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99)
98) 우즈베키스탄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Mannonov Kamoliddin Murodjon Ugli 서면 인터뷰(2021. 10).
99) 위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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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2019년 카자흐스
탄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은 미화 1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등록된 쇼핑몰 수는 2,000개를 넘어섰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
하는 소비자는 320만 명에 달했다.100)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020년 9월 소
매 전자상거래 시장 총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까지 증가하였고, 거래 건수
도 16%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레이어로는 Mechta.kz,
Sulpak, Kaspi.kz, AliExpress Russia, Kazpost 등이 있다.101)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라 주요 기업은 옴니채널 서비스 및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친화적인 운
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POS 단말기 인프라의 구축
과 애플페이(Apple Pay)/삼성페이의 도입, 캐시백과 보너스 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102) 우편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어서 카자흐스탄 우편물
의 85%는 전국 어디든 이틀 내에 배송이 되고 있다.

2) 중앙아시아 전자상거래 협력 방향성
2021년까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
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경쟁 초기 단계로 국내 전
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좋은 시장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전
자상거래가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모델을 선보
일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더불어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역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러
관련 사업자들의 동반진출을 모색할 수도 있다. 관세부과나 국제 결제방식 등
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국외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
다. 이런 경우 중앙아시아(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는
100) Kotra해외시장뉴스(2020. 7. 31), 「급성장 중인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검색일: 2021. 7. 20).
101) PwC Kazakhstan(2021. 3), “Kazakhstan retail e-commerce market analysis”(검색일:
2021. 7. 20).
102) Kotra해외시장뉴스(2020. 7. 31), 「급성장 중인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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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를 포함한 한류에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의류, 뷰티 상품 등 우리나라 많
은 중소기업이나 판매자들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03) 현지 진출을 희
망하는 업체는 현지에서 유명한 플랫폼에 입점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104)
부산시는 신북방 지역에서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역 수출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주요 시장인 러시아와 카자
흐스탄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K-Wave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러시아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입점 관련 절차와 서비스 내용을 컨설팅(제품 수출인
증 취득, 온라인 업로드를 위한 제품 페이지 및 배너 디자인 제작, 홈쇼핑 방영
을 위한 영상 제작, 제품 수출을 위한 통관, 현지 입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
케팅 연결 등)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앙아시아 판로 개척이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보인다.105)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 이와 더불어 결제/인증 등의 문제로 보안이 중요해
진다. 인터넷 보안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인구 100만 명당 안전한 서
버[해당 서버가 각 거래(transaction)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한다는
의미]의 개수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안전한 서버 개수는 18개에 불과하여 인터
넷 암호화(encryption) 기술 도입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므로 발달된 정보
보안 기술을 갖추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안보위험이 낮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3)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2019. 1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104) ｢급성장 중인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2020. 7.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105) ｢신북방 온라인시장 개척 도와드립니다｣(2021. 4.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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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파밍
1) 중앙아시아 스마트파밍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산업생산 중 농업생산은 44.8%를 차지한다. 우즈
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용수 사용량은 높으면서 부가가치는 낮은 목화와 곡물
위주로 재배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면화 재배 면적을 줄이고 과수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업
과 농업 관련 산업시설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1~23년간 주요 지역
에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solution No.
VMQ-794 from 12.17.2020 “On measures to develop the digitalization
system in the agro-industrial complex and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요 대상은 일반 경작지, 농장, 정원, 온실, 축사 등으로 구
분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지리정보 파악, 농업통계
의 생산, 관리,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106) 현재 우즈베키스탄
의 농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테스트 단계이며, 아직 스마트팜 기술을 도
입해 운영하는 곳은 없고 일부 지역에 시범 농장을 마련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107)
카자흐스탄은 영토 면적이 세계 9위인 대국으로 다양한 기후대(냉대, 온대,
사막 기후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북부는 밀, 동부는 유료작물,
남부는 과일, 채소, 쌀 등이 재배되고 있다. 반사막 지역과 스텝 지역이 펼쳐진
중부지대에서는 목축업과 낙농업이 활발하다. 카자흐스탄의 스마트팜 시장은

106)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트렌드｣(2021.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107) ① 안디잔 테크노파크 파일럿 프로젝트: 위성에서 사진과 지리정보를 전송한 것을 분석하여 농지와
작물에 대한 솔루션 도출 ② 스마트 온실(그린 하우스): 자동화된 로봇 설비를 온실에 적용. 한국 기업
‘금영’이 설치한 시험설비 운영 중 ③ 농업용 드론: 지작 시 소재 유기농 농장에서 드론으로 작물상태
모니터링.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시장동향｣(2019.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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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대다수 지방에서는 재래식 농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
지만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도 농업진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있
고, Nur-Agro, Nur-Shatemir 등의 농업 전문기업이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농산물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Egistic사는 토양의 습도, 질소 농
도, 정규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파종
지도 등을 포함한 농업 지도를 나자르바예프 국립대학교와(해당 프로젝트에는
약 266만 달러가 투입) NASA의 무료 위성지도를 활용해 토지의 습도, 질소 함
유량, 엽록소, 강수량 등을 측정한 종합정보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영세농업
인에게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08) 2019년 5월 카자흐
텔레콤은 카자흐스탄 IT 기업 디지털허브(Digital Hub)와 협력하여, 카자흐스
탄 북동부에 위치한 파블로다르에서 NB-IoT 시범 프로젝트를 개시했는데 이는
35㎥ 규모의 시험 구역에서 스마트 센서를 통해 농업인이 가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 프로젝트이다. 카자흐스탄 ICT 기업인 케이셀은
NB-IoT를 기반으로 한 가축 모니터링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기도 하다. 낙
농업체인 올자 사드치코프스코이(Olzha Sadchikovskoye)의 축산단지에서
사육하는 젖소에 스마트 태그를 부착하여 센서를 통해 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프로젝트로서, 이 스마트 태그에는 GPS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가축의 위
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또
한 젖소의 번식기를 최대 95%의 정확도로 자동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 가축 건강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109)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국가경제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
에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파밍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108)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시장동향｣(2019.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109) NIPA 글로벌 ICT포털(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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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아시아 스마트파밍 협력 방향성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한-카자흐 농업혁신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A사는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와 협업해 연구소를 운영 중이
다. 자르켄트 지역에 5ha의 스마트팜(온실) 시설을 설치해 딸기,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된 작물의 60%는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농업기술실
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이 출연한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이하 ‘테스
트베드 사업’)을 통해 10ha 규모에 설치할 한국 스마트팜 및 시설재배 설비를
중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110)111)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카자흐스탄 현지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맡을
‘2020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 대상 컨소시엄’ 모집을 시작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인 나래트랜드(Naretrends)가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1,720만 달러 수출을 성사시켰다.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2개사와
24ha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체결하고, 딸기ㆍ오이ㆍ토
마토용 스마트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양액 시스템 및 온실 설비를 구축할 예정
이다. 스마트센서를 통해 온실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적(雨滴)ㆍ풍향ㆍ
풍속ㆍ온습도 등을 자동 파악하며 통풍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한 원격제어ㆍ작물
환경 빅데이터 기반 작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축
산식품부는 나래트랜드를 포함하여 ‘K2 Agro’라는 연합체를 선정하여 적설ㆍ
강우량이 많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스마트팜 특화모델을
제시하였고, 카자흐스탄 시범온실의 성공적 완공ㆍ운영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팜’ 플랜트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112)
우즈베키스탄에도 스마트팜 파일럿 프로젝트 중 하나가 초기 진행 중이다.
자동화된 로봇 설비를 온실에 적용한 것으로 한국 기업인 ‘금영’이 설치한 시범
110) ｢신북방지역에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시작｣(2021. 1. 11), 온라인기사(검색일: 2021. 7. 28).
111)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트렌드｣(2021.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112) NIPA 글로벌 ICT포털(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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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운영 중이다.113)
키르기스스탄에는 국내 M사의 수경재배와 물고기 양식을 결합한 아쿠아포
닉스 농법의 약 25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솔루션 수출이 진행 중이다. 동 프
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 접경도시인 코르다이에서 0.6ha 규모로 진행 중이며,
성과 결과에 따라 사업 확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14)
국내기업의 중앙아시아 스마트팜 분야 진출에는 큰 비용이 수반된다. 기초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스마트파밍 기술을 도
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프
로젝트, 혹은 국제적 예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거나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에는 IoT와 AI 등을
통해 가축 생체데이터 기반 가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라이크코리아’와
같은 스타트업이 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2020년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임팩
트와 함께 파라과이 진출 MOU를 체결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아시아와
의 협력 및 진출도 구상해 볼 수 있다.115)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전략으로 스마트팜 분야에 2028년까지 국가펀드를 포
함하여 총 3,300억 숨(약 36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ADB 등 다자
개발은행들도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116) 적정기술과 같이 현
지의 상황을 좀 더 손쉽게 만들고 저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파
밍 기술 등을 보유/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중앙아시아 진출에 더욱 유
리할 것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시장에는 좀 더 저렴한 유럽, 러시아, 중국의 스마트파밍 관
113)
114)
115)
116)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트렌드｣(2021.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K-스마트팜으로 도약하자｣(2020. 7.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3).
｢유라이크코리아, 파라과이 축산시장 진출｣(2020.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0).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트렌드｣(2021.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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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본 기술이나 시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온실 장비나 설비만으로
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스마트팜을 추진할 때 기존의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
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정밀 시스템 등 패키지화된 스마트
파밍 솔루션을 수출해야 할 것이다.

마. 스마트시티
1) 중앙아시아 스마트시티 현황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스마트시티에 각별
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의
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안전도시 이니셔
티브에 힘입어 도시안전, 공공감시 인프라가 강화되고 지역 경제 핵심 분야들
의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 1단계(2017~19)로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기술들
이 수도인 타슈켄트를 기준으로 설치되고(감시 시스템, 데이터 수집, 자동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보고 신속화), 2단계(2019~21)에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 및 주요 도시 전역으로 확장, 3단계(2021~23)에는 전국에 동 프로
젝트 도입을 목표로 둔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중국 화웨이가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관광도시인 부하라
(Bukhara)에서 진행 중인데 통합 커맨드 센터, 단일 LTE 커뮤니케이션 네트
워크, 데이터 센터, 고해상도 안면인식 비디오카메라 및 도시 관리 최적화를 위
한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117)

117) Sukhank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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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누라프손(Nurafshon, 타슈켄트 지역의 행
정 중심지)에서 스마트시티의 요소를 갖춰 실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중교
통 최적화, 대기질 모니터링, 교통신호 시스템 관리, 수도 누수 감지, 폐기물 수
거 최적화 등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텔레콤이 주도하여 2018년부터 수도 누르술탄에서
100km 북쪽에 위치한 도시 아콜(Aqkol)을 카자흐스탄의 첫 스마트시티로 개
발하는 ‘스마트 아콜(Smart Aqkol)’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카자흐스
탄 IT업체 텡그리랩(Tengri Lab), BTS 디지털(BTS Digital), 전력회사
AEDC 등의 기업과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동 프로젝
트는 도시 전역에 GPS 추적 장치와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 법규 위반을 감시하고, 도시의 각 아파트와 주
택에 자동으로 수도 및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미터를 설치하
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카자흐텔레콤은 카자흐스탄의 광공업 중심지인 카라
간다주에 이어 동부 지역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확대 중이다.
수도인 누르술탄이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유
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스마트시티 KPI 평가 결과 누르술탄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의 경우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률이 100%가 넘으며, 3G, 4G 무선
브로드밴드 커버리지 역시 88%, 75%로 높은 편이지만 스마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공공빌딩의 지속가능성 등 스마트시티 운영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18)
이 외에도 카자흐텔레콤은 지난 2018년 LoRa, 지그비(ZigBee), NB-LTE
등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하여 CIS 지역 최대 규모의 IoT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첫 단계를 완료하였다. 주요 도시인 알마티와 쉼켄트 지역 아파트에 클라우
드 기반의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9
년에도 카자흐스탄 전역에 4만 5,0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또한
118) UNEC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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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카자흐스탄의 모든 주요 도시로 확대해 19개 도시
에 400개 이상의 LoRa 기지국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스
마트시티 솔루션, 특히 스마트미터 및 스마트조명을 위한 주요 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중앙아시아 스마트시티 협력 방향성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은 중앙아시아 국가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트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함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시작한 ‘K-City
Network’ 사업은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 공모사업이다. 2021년 공모사업 선
정 결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혁신단지 및 스마트시티 사업이 선정되었다.
타슈켄트시 인근 2개 지구를 수도로 편입하면서 스마트시티 신도시로 개발하
려는 계획이다.119)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재원을 활용한 23개 개발도상국 대상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에 총 987만 4,000 달러(총 사업비 1,747만 달러)를 지원했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도시교통 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이 있다. 이는 서울
시 정책수출사업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서울시의 녹색 교통체계의 구축 경
험을 바탕으로 사업개발단계부터 참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위생ㆍ
안전ㆍ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체계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에 2년간 60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120)
1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ㆍ기술, 세계 11개국에 진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8).
1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정부, 23개 개도국에 1000만달러 그린ㆍ디지털뉴딜 사업 지원｣(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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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에스알포스트가 누르술탄시 산하 스마트시
티 추진 기관인 아스타나이노베이션과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분야 업무협약
을 맺어, 누르술탄시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 및 실행하는
한편 한국의 정책과 기술 노하우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할 계획이기도 하다.121)
우즈베키스탄과는 안그렌 경제특구 연계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 자문
(EIPP)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
자원부, 주택공공사업부와 함께 ODA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첨단기술에 기반
을 둔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 중이다.122)
스마트시티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레이어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
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방재
솔루션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특정 공공기관들이 현지에 필요한
사업 분야에 한하여 마이크로 혹은 핀셋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전체 패키
지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다.123) 특히나 세계 도시화에 대한 수요, 신도시 개
발이나 신수도 이전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자가 사업설계ㆍ지분투자ㆍ제품구매
ㆍ건설ㆍ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 개발형 협력사업의 발굴이 이
상적이다. 한편 스마트시티의 경우 정책수립과 사업수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
는 정부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ODA 사업단계에서 스마트시티 거
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원 부족으로 ODA
형태나 개발은행 지원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DA 사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중앙아시아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의 디딤돌로 삼아
야 한다.124)

121) NIPA 글로벌 ICT포털(2020a).
122) ｢수자원공사, 우즈벡에 ‘스마트 도시 물관리’ 기술 공유｣(2021. 5.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0).
123) 나용우 외(2020).
124) ｢그린/디지털 뉴딜사업, 23개 개도국 감싼다｣(2020. 12.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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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디지털경제 진흥 및 창업 생태계 조성
1) 중앙아시아 디지털경제 및 창업 생태계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GDP에서 디지털경제 산업의 비율이 2.2%로 아직 낮은 편
이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통신 서비스 수요 및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 등
에 의해 15.3%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등록(기존 및 신규)된
정보통신 분야 기업 수도 총 8,277개로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다. 특히
통신 이외에 프로그래밍과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기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
았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창업 육성
을 위해 2019년 7월 타슈켄트에 IT Park를 설립하였고, 이를 확대하여 현재는
누쿠스, 부하라, 나망간, 사마르칸트, 굴리스탄, 우르겐치 등 6개의 주요 도시
에 IT Park를 설립하고 있다. 타슈켄트의 IT Park에는 228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158명 이상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핀테크, 전자정부 등을 비롯해서 의료, 농업, 교육, 전기차
분야의 기술기업들이 입주 가능하며, 자체 교육, 세미나, 인큐베이팅 등의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IT Park에 입주한 기업의 노동자
는 소득세를 7.5% 인하 적용받고, 기업은 법인세 및 수입관세 면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IT Park 외에도 국가 서비스 포털,
범부처 간 통합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현 등 14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국가 정보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총 1만 1,325개 중ㆍ고
등 교육기관 중 93.8%인 1만 620개의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ZiyoNET(전자도서관)과 연동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시스코,
IBM 등 세계적인 ICT 기업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건수를 보면 ICT 혁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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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건수는 1,728건
이며 이 중 818건은 사회 및 교육 분야, 249건은 경제 및 금융 분야, 생산 및 서
비스 분야에는 244건이 등록되어 있다.125)
Statista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디지털경제 부문 기
업은 3,210개사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3,290개사까지, 2025년에는
3,580개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디지털경제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역시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스타나 허브(Astana Hub)’를 운영하고 있다.126) 아스타나 허브는 카자흐
스탄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ICT 스타트업 문화의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프로젝트 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아스타나 허브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보조금,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면제, 소득세 면제, 입주 기업이 수
입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 사회세 면제 등), 교육 등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기업성장(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션, ICT 스
타트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 허브에는 2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IBM을 포함하여 17개소의 R&D 센터가 있다. 아스타나 허브가 배출한
ICT 스타트업으로는 Clockster(직원 근무시간 측정 서비스), ISSU(향수 구독
서비스), Kompra(기업신뢰도 점검 서비스), MacDent(치과 고객관리 자동화
프로그램), KazMotors(자동차 부품 구매 플랫폼) 등이 있다.127)

2) 중앙아시아 디지털경제 진흥 및 창업생태계 구축 협력 방향성
전 세계적 디지털경제 발전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디지털경제 창업 진흥
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활동의 증대
등 디지털경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힘입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진흥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25) ｢우즈베키스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동향｣(2019. 7.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26) ｢카자흐스탄의 실리콘 밸리, 아스타나 허브｣(2020.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127) NIPA, 「카자흐스탄 ICT 정책 및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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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계명문화대학교는 코이카 지원 ODA 사업으로 사마르칸트시에 ‘사
마르칸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개소하여 창업공간 마련, 한국의 선진
창업기술 지원,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대구 경북지역 스타트업에 정보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128) 또한 ODA로 2020~23년 동안 우즈베키
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 사업(기자재,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에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혁신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면 디지털경제의 진
흥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앱 개발 등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 인력 트
레이닝부터 시작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여 청년
고용 문제 등의 해결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제도, 인프라, 창업 컨설팅(액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펀딩 등) 등이 전방위적
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이 협력 내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중앙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등의 고려인 동포가 살고 있다.129) 이 중 상당 부분은 고등교육을 위해 한국
으로 유학을 온다. 특히 디지털경제나 비즈니스를 전공하기 위해 유학오는 고
려인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거나 창업 관련 특별 전공 프
로그램 및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
의 선진 창업 모델을 전파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창업 관련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8) 계명문화대학교 블로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개소」(검색일:
2021. 7. 16).
129) 김병혁(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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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
그림 4-1.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디지털 협력 분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디지털 협력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모든 분야의 디지털 협력을 위해서는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유무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 디지털 협력 분야는 공공(public)이나 민간(private) 중 한 측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갖는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의
경우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민간의 협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
히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팜 구현 등을 위해서 정부의 통합된 데이터 관리와 활
용이 중요하다(보안, 교통, 날씨 데이터 등). 따라서 이 분야는 공공서비스의 성
격이 강하므로 ODA나 개발은행 펀딩의 프로젝트의 형태로 디지털화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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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ICT 창업의 경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
기는 하나 제도적인 부분(전자결제, 전자거래법 등)이나 기본적인 인프라, 초기
발돋움을 위한 지원(멘토링, 액셀러레이션, 인큐베이션, 펀딩의 지원 등) 등 개
도국의 민간부문에서는 당장 기대하기 힘든 요소들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중앙아시아에 기구축된 K-LAB이나 IT
Park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미래기술의 경우 민간이 생산ㆍ개발함과 더불어 이를 공공
서비스(원격의료, e-러닝, 도시문제 해결의 미래기술 적용 등)의 효율화를 위
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꾸준히 지원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이다.

1)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예산 확보)
중앙아시아 각국이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경제 개발을 목표로 디지털화 관
련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국가 발주, 국내 ODA
사업, 해외기관 ODA 사업, WB, ADB 등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 발주 등
디지털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해당 사업에 선례를 구축한다면 다른 한
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중
앙아시아 국가의 자체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국제대외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를 수반하는 PPP방식을 통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아
시아 주변의 신북방국가들도 부족한 인프라 건설 비용을 PPP를 통해 유치하고
있어(CAREC Transport Strategy 2030 등) 한국 기업의 대내외 PPP 경험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EDCF 구속성 차관(tied loan)과 연계하여 인프
라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다.
130) KDB 미래전략연구소(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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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 중앙아시아 국가와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ㆍ해외 채널
활용13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마련에는 EAEU 차원의 제도적 협력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AEU는 공동의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를 선정하
고 이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EAEU 차원의 디지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러시아 통신 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CIS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데다 시장 지배력도 높아 우리 기업이 러시아 기
업과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통신 시장과 디지털 시장
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디지털 협력 아이템 간의 상호 연계성 활용
디지털 사업의 아이템들은 서로 연계성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
티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IoT가 필요하고, 스마트시티 안에는 전자정부, 스
마트 솔루션(교통, 안전, 폐기물 서비스 등)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스마트
솔루션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용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곧 체계적이고 통합된 공공 데이터와 전자정부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 가지 아
이템의 협력을 진행하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종합적인 유ㆍ무상 패키지를 구상
하여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각 분야를 아우르는 후속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예
를 들면 개발컨설팅 형태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대형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점차 연계ㆍ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예: 정책자문-EDCF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등).132)

131) KOTRA(2019).
132) 관계부처합동,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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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전략 필요
전통적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아닌 디지털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디지털 경제 질서에 우
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디지털경제는 소비, 생산, 기업 측면에서 발전한다.133) 디지털경제 내에서
① 소비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 ② 생
산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 확대 ③ 기업은 재택근무, 유연근무, 스마트워크의 가
속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디지털경제나 전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디지털 전환과 기업의 신사업 모델들을 창출해 내는 일련
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한국의 포지션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이미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나 러시아 계열 통신서비
스업체가 장비와 서비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통신서비스나 하드
웨어(네트워크 구축이나 장비 수출)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
환에 따라 공공분야를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도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PI 혁신, 디지털 마케팅, 보안, 데이터 관리 등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 컨설팅 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대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
해 국영 통신사 민영화와 주파수 경매를 통한 예산 확보, 정보보안ㆍ표준화 등
다양한 ICT 관련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5)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한 기타 국가로의 단계적
협력 확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
133) KDB 미래전략연구소(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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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에 비해 인프라가 미비하며 경제 발전 수준도 낮다. 그간 이들 국가와
ODA 협력도 많지 않았으나, 2021년 1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우즈
베키스탄과 함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국에 대한 ODA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
우 ICT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디지털 협력
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ODA 사업을 통한 전자정부나 브로드밴드 연결성 확대
등 기본적 디지털경제 협력으로 시작하여 점차 협력 주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삼아 성공적인 모델을 우선
구축한 후 이 디지털 협력 사례를 기준으로 응용ㆍ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적합
할 것이다.
2021년 제3기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는 향
후 5년간 ODA 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정부와 같이 우즈
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분야, 스마트시티 등 최근에 주
요 관심사로 부상하는 공공분야 및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자유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키
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창업과 같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부문 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적인 정치 지형과 함께 언론자유도가 낮아 다양한
분야의 협력보다는 전자정부 등 국가주도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의 접점이 있기 때문
에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와 디지털
협력 추진 및 지원 시 타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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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협력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연결성, 즉 브로드밴드의 확대가 다시금 중요해졌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서비스는 모두 기본적으로 원활한 네트워크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가별로 수준 차이는 있으나 국내 및 국제
간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륙국 혹은 이중 내륙국인 이들 5
개국은 인터넷 연결이 저렴하고 용량이 풍부한 해저케이블이 있는 바다까지 도
달하려면 러시아, 중국, 인도 혹은 터키 등 장거리 육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속도도 비용 대비 세계평균보다 떨어
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브로드밴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다른
국가나 사람들과 국제협력을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네트워크 효율화 측면으로 협력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터넷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역
내 협력과 역내 콘텐츠 교류 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코디네이션을 검토하
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벽촌지역의 연결성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에 대
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e-러닝이 활성화
되었으므로 비대면 공공서비스의 전달, 데이터를 통한 질병관리 등과 관련된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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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고 지역에 따라 풍속이 매
우 강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최적의 조건이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
지의 발전 비율은 미미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제공
하는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유용성을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지하자원 생산국이
자 수출국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부존자원의 국내
소비량을 낮추어 자원의 소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수입원이자 유
한 자원인 지하자원의 생산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총수출량을 증
가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은 발전 분야 중 전력 생산
에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을 높여서 전력 공급을 다각화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아서 새로운 전력 생산 및 송
전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 전력 생산지와 인구가 밀집한 전력 소비
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송전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전력 손
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80% 정도의 전력은 주 석탄 생
산지역인 북부에서 생산되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력 생산을 하는 수력 발전
이 남쪽에 위치한다. 인구가 많은 전력 소비 지역은 카자흐스탄에서는 남부 지
역이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북부 지역이다. 소련의 오래된 전력망을 통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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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장거리로 송전하면서 에너지 효율, 공급 안정성, 그리고 비용면에서 낭비
가 심하다(그림 5-3 참고).134)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전력 공급을 위한 자
체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와 빠른 에너지 소비
증가율, 중앙 전력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지역에서 전력난을 겪는다. 카자흐스탄은 전력 인프라의 44% 이상이 30년 이
상 되었고 키르기스스탄은 64%, 타지키스탄은 74%, 우즈베키스탄은 75%가
30년 이상 되어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135) 따라서 오래된 전력 인프라
로 송전하면 전력 손실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력
공급 불안정 때문에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평균 월 6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월 1회, 카자흐스탄에서는 2개월에 한 번꼴
로 정전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 모두 평균적으로 15~20%의 전
력 손실률을 보고하고 있다.136)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영토가 넓고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서 중
앙 전력 송전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중앙 전력 공급 시스템과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에 새 전력망을 건설하여 전력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비
용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독립적인 분산 전원 설비를 건설하는 것
이다. 그리고 오래된 전기 인프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면서 인
프라를 확충하여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소비 증가율이 빠르게 오를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린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소비 증가분의

134) EBRD(2015), “Green Economy Transition. Case Study: Renewable energy in Kazakhstan”;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019), “DRAFT National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of the Kyrgyz Republic”(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8. 14).
135) Aminjonov(2020), “Renewable Energy Sources in Central Asia. What should be on the
agenda now?”
136)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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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력 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비율을 높여 장
거리 송전 비율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수력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원을 수입하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은 특히 전력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수력 외 에너지원을 발전시키는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수력 발전량을 크게 늘린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수자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 때문에 수력 발전량을 크게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유량이 많은 아무강(Amu Darya)과 시
르강(Syr Darya)의 연(年) 유량 80%를 강 상류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
키스탄이 차지한다. 반면 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의 물 소비량은 중앙아시아 전
체의 82%에 달하는데 하류 지역의 연 유량은 20%에 그친다. 상류 지역 국가들
은 매년 봄과 여름에 하류 지역 국가들의 관개농업을 위해 방수해주고 대신 겨
울철에 석유ㆍ가스, 석탄과 전기를 공급받는데, 이러한 에너지-수력자원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류 지역 국가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137)
그러나 역내 전력공유 프로그램인 CAPS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 각각 2003년과 2009년에 탈퇴하였다.138) 소련 시절에 구축되었던 에너지
자원 공동 이용 시스템이자 중앙아시아 통합 전력 시스템인 CAPS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 안정성과 다각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CAPS 시스템
은 여름에는 상류에 있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수력으로 발전한 전력
을 역내 다른 국가에 공급하고, 겨울에는 다른 자원 부국들이 화석연료로 생산
한 전력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공급하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국가들 중 특히 타지키스탄이 겨울에 극심한 전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139) CAPS 체제가 와해되면서 상류 지역 국가들이 값비싼 연
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부족한 전력을 충
137)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2017).
138) Shadrina(2019), 재인용: Tomberg(2012).
139) Shadrin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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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위해 봄ㆍ여름철 방수량을 제한하여 겨울철에도 수력발전소를 가동하
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봄과 여름철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하류 지역 국가들
과 분쟁이 일어났다.140) 특히 기후 변화 탓에 전체 유량의 감소와 연간 강수량
증가의 편차에 따른 유량 변화로 에너지ㆍ물 공급을 두고 강 상류와 하류 국가
들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141)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론적으로는 상류 지역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로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한
다면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의 부족 문제
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중앙아시아의 아무강(Amu Darya)과 시르강(Syr Darya)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재인용: International Water Law Project Blog, “UN Watercourses Convention
in Central Asia –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utlook.”
140)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2017).
141) EU(2020), “ANNEX of the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the financing of the
annual action arogramme in favour of Central Asia for 2020 Part 2. Action Document
for “EU Support to Sustainable Energy Connectivity in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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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산업 개관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1)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지만 이들 자원은 중앙아시아
각국에 상당히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BP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 생산국은 카자흐스탄이다. 카
자흐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2020년 현재 세계 13위이며 석탄 매장량은 세계
10위이다. 같은 해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세계 13위, 천연 가스 생산량
은 20위, 석탄 생산량은 8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역
내 유일한 주요 석유 수출국이다.142) 카자흐스탄의 석유는 주로 카자흐스탄중국 석유 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러시아를 지나는 석유 관을 통하
여 흑해 또는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의 항구들을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된다. 카자
흐스탄의 천연가스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
으며 러시아로도 수출된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석유 및 석탄 매장량
은 카자흐스탄의 매장량에 비하면 매우 작으며 생산량의 차이도 크다. 카자흐
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단연 최대 자원 부국이며, 구소련 국가 중에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자원 생산국이다.
자원 생산국이며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자
연스럽게 에너지 시장 구조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석탄, 석유, 가스
의 생산량이 모두 많은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탄의 발
전 비율은 70% 정도이며,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은 가스와 수력 발전으로 생산
한다. 그 외 상대적으로 소량의 전력을 중유(HFO–heavy fuel oil)와 풍력 그
리고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있다(그림 5-2 참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서 현재 유일하게 태양과 풍력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는 국가이고 2020년도에
는 전력 생산량의 3%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하였다(표 5-1 참고).
14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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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앙아시아 국가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2018년)

자료: World Bank(2020), “Central Asia Electricity Trade Brings Economic Growth and Fosters Regional
Cooper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그림 5-3. 카자흐스탄의 전력 산업 현황 및 발전원별 발전 용량(2021년)

자료: SEEPX ENERGY(2021), “Kazakhstan National Power Industry 2021,” https://www.seepx.com/products/
research/#Resear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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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카자흐스탄 자원 매장량 및 전력 생산 현황(2020년)

석탄 매장량
(10억 톤)
25.6

천연가스
매장량 (1조

석유 매장량

수력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배럴)

(twh)

발전량 (twh)

(twh)

300억 배럴

9.8

입방 미터)
2.3

풍력 1.1
태양광 2.6

107.6

자료: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country/COD(검색일: 2021. 8. 14);
전력 생산량: IEA(2018년) 나머지 모든 수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카자흐스탄을 필두로 중앙아시아 각국은 경제적 에너지 안보적 이점과 신재
생에너지가 전력 공급 및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장점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를 정하고 정책 목표와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확
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4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가장 진전된 계획을 수립한 국가 또한 카자흐스탄이
다. 이러한 계획은 2012년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한 ‘카자흐스탄 2050 전략’
에서 본격화되었다. 본 전략은 2050년까지 세계 30위의 선진 경제 국가로 자리
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경제, 정치 개혁 방안을 적시
한 경제 발전 전략이다. 본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2050년도까지 녹색에너지 기술
을 발전시켜 대체 에너지(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 등)로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1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2013년에 발표된 ‘CONCEPT for Transi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Green Economy’145)에 잘 나타나 있다. 본
문서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세계 30위 선진국
에 진입하여 녹색 경제 사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에 토카예프 대통령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143) Aminjonov et al.(2019).
144) IEA(2020), “Kazakhstan Energy Profil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45) 카자흐스탄 대통령령 #57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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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146)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해당 문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표 5-2 참고). 카자흐스탄 정
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낡은 에너지 인프라를 교
체하고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147) ‘CONCEPT for Transi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Green Economy’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건설과 전력 생산에 관한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다(표
5-2 참고). 본 CONCEPT에서 카자흐스탄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2020년도에는
국가 전력 생산량의 최소 3% 이상을 생산하고 2030년에는 30% 이상을 생산하
며, 2050년도에는 대체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으로 50%의 전력
을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풍력과 태양광
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3%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2020년도의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표 5-1 참고).

표 5-2. 카자흐스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20

2030

카자흐스탄

2050

대체 에너지의 전력 생산

대체

풍력/태양광으로 전체

비율: 30%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에너지(태양광/풍력/수

전력 생산의

(풍력 - 4.6GW

대체 에너지로 생산되는

력/핵발전) 전력 생산

3% 이상

태양광 - 0.5GW

전력량 비율 50%

계획

원자력 - 1.5GW)

자료: “CONCEPT for Transi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Green Economy”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6)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2021), “Kazakhstan Unveils Doctrine for
Carbon Neutrality by 206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47) 카자흐스탄 대령령령 #55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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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카자흐스탄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
단위 GW

소수력

풍력

태양광 pv

바이오 에너지

Kazakhstan

4.8

354

3760

0.3

자료: UNDP Renewable Energy Snapsho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고 풍속이 풍력 발전에 적합한 지
역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UN과 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OSCE에서 발간한 보고서148)들은 중앙아시아의 각국
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기술적 전력 생산 잠재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
보고서에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다소 차이
가 있으나 중앙아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갖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는 이견이 없다.
중앙아시아에는 평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표 5-3]의 수치는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의 잠
재 발전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5-3]에 제시된 기술적 잠재 발전량
을 현실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5GW 이하인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전력 발전 설비 용량을 생각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 특히 중앙
아시아의 태양광 발전과 카자흐스탄의 풍력 발전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5-3 참고). 카자흐스탄은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 국토 면적의 50% 이상에서 평균 초
속 4~6m의 바람이 불어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그림
5-4 참고). 149) UN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풍력 발전에 가장 잠재력이

148)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8. 14); Eshchanov et al.(2019);
Aminjonov et al.(2019).
149) EBRD(2015), “Renewable energy in Kazakh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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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역은 중가 회랑(Djungar Corridor), 셸렉 회랑(Shelek Corridor), 아크
몰린스크 지역, 그리고 잠블(Jambyl) 지역이다. 카자흐스탄의 총 국토 면적
271만 7,300㎢ 중 5만 ㎢ 정도의 지역에서 평균 풍속이 초속 6m 이상으로 풍
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150)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기술적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역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카자흐스탄이다. 카자
흐스탄은 연평균 일조시간이 2,500~3,000시간으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
다.151) 카자흐스탄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남쪽으로 갈수록 일조량이 많아
진다(그림 5-5 참고). 또한 소수력 발전의 경우에는 남카자흐스탄주의 여러 소
규모 강에서 500~700MW급의 소수력 발전이 가능하고, 연 20~25억 MW의
전력 생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152)

그림 5-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풍력 발전 잠재력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50)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51) Ibid.
152) 한국 신ㆍ재생에너지협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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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고탄소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소비
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 과정인 에너지 전
환이 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
무를 부과하였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고 비준하여 온
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파리기후협약을 2016년
에 비준하였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서 각국은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된 기준연
도에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정해진 비
율만큼 감축하는 의무를 진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기준연도(1990년)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 감축해야 한다.153) 카자흐스탄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도 이러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한 수단의 하나이다.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으로서 카자흐스
탄 정부는 천연가스의 보급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가
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
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산업은 천연가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천연가스 매
장량이 0.8TCM으로 카자흐스탄보다 작고, 천연가스는 카자흐스탄보다 많이
생산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5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천연가
스 국내 소비량도 카자흐스탄보다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
스관을 통하여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러시아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된다.154) 우즈베키스탄은 상당한 양의 가스를 생산하

153) UN ESCAP(2021), “Paris Agreement Implementation in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5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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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내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는 가스 공급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천연가스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
출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155) 전력 생산이 석탄 중심인 카자흐스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생산에서 역시 가스 발전 비율이 70% 이상일 정도로 매우 높고 나머지 전력은
석탄과 수력 생산으로 공급하고 있다(그림 5-2 참고). 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일 4만 7,000배럴이며, 이는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량의 2.5%
수준이다.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 석탄 생산량은 410만 톤으로 1억 1,300만 톤
을 생산한 카자흐스탄 석탄 생산량의 약 3.6%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현재 신재
생에너지 중 수력에너지로 약 10%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생산하는 전력량은 아주 미미하였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지속
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와 석탄 등 다른 천연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재생에너지 산
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가 부족하고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는 심각하여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10월에 발표된 “Strategy for the Transi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o the Green Economy for the Period
2019-2030”에서 낮은 에너지 효율,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느린 기술발
전 등이 지속 가능한 경제 달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네 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의 다각화와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율 증가를 명시하여 신재
155)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2021),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 중단 천명｣(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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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5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목표를 2030년 최소 25%로 정하였다(표 5-5 참
고).157) 또한 2021년 우즈베키스탄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자발적 국가 온실
가스 감축 계획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GDP 단위당 10% 감축에서 35%로 대
폭 상향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
었다.158)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에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각국
은 나라별로 다르게 설정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감축해야 한다.159)

표 5-4. 우즈베키스탄 자원 매장량 및 전력 생산 현황(2020년)
석탄 매장량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

수력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0억 톤)

매장량(1조 m3)

(배럴)

(twh)

발전량 (twh)

(twh)

1.3

0.8

6억

6.8

0

62.9

자료: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country/COD(검색일: 2021. 8. 14).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2019년), 전력 생산량: IEA(2018년), 나머지 모든 수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6)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07/19/4477/3867(2019).
157)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07/19/4477/3867(201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2.08.2019г. №ПП-4422 «Об
ускоренных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и с 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внедрению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и развитию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158)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2021), “Republic of Uzbeki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59) UN ESCAP(2021), “Paris Agreement Implementation in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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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20

2030
에너지원별 전력 설비 용량:
(태양광 - 5GW
풍력 - 3GW

우즈베키스탄

수력 발전 설비 용량: 2.1GW

수력 - 3.8GW)

수력 전력 생산 비율 10%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발전
목표(25% 이상):
수력 11%
태양광 8%
풍력 7%

자료: CONCEPT NOTE for ensuring electricity supply in Uzbekistan in 2020-203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6.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
(단위: GW)

구분

소수력

풍력

태양광 pv

바이오 에너지

Uzbekistan

1.8

1.6

593

0.8

자료: UNDP Renewable Energy Snapsho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0년 10월에 발표된 ‘CONCEPT NOTE for ensuring electricity
supply in Uzbekistan in 2020-2030’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과 전력 생산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본 문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며, 낡은 에너지 인프라를 교
체하고 분산 전력을 확충하여 전력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비효율적 측면을 개
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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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앙아시아 국가의 태양광 에너지 기술적 잠재력

자료: World Bank(2020), “Central Asia Electricity Trade Brings Economic Growth and Fosters Regional
Cooper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에너지원별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계획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며, 전력 생산에
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 및 발전 목표 달성 수치 역시 구체적으로 수립되
었다. 신재생 설비의 건설 목표치를 보면 카자흐스탄은 신재생에너지 중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풍력의 목표치를 가장 높게 설정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태
양광 발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수력으로 11%, 태양광으로 8%, 풍력으로 7%의 전력을 생산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높은 목표치에 해당한다(표 5-5 참고). 현재 태
양광과 풍력 발전을 거의 쓰지 않는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목표 설비 용량을 8GW로, 5.1GW인 카자흐스탄보다 50% 이상 높게
설정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4%에 가까운 전력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
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인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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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2030년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전력 생산량 목표에서 수력 발전의 비율은
2020년도와 2030년도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용량의 수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표 5-5 참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중점 개발 지역도 밝혔는데, 북서부 지역의 카라칼파크 공화국과 나보이 지역
에 우선 풍력 발전소가 세워질 계획이다. 또한 동 문서에서 태양광발전소는 국
토 중부 혹은 남부 지역의 지작(Jizzakh), 사마르칸트(Samarkand), 부하라,
카슈카다리야(Kashkadarya),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에서 우선
개발된다고 밝혔다.160)
우즈베키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 발전량이 600GW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표 5-6 참고). 중앙아시아에서 태양광 발전에 가
장 적합한 지역은 카라쿰 사막과 키질쿰 사막이 위치한 동부 투르크메니스탄과
동부 우즈베키스탄이다.161) 풍력 발전의 경우 부하라(Bukhara), 나보이
(Navoi), 카슈카다리야(Kashkadarya), 타슈켄트 지방, 그리고 카라칼파크
(Karakalpak) 자치 공화국 지역이 풍속이 강하여 풍력 발전에 적합하다.162)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크고 작은 27개의 강이 있어 수력 발전에 유리하며 소
수력의 기술적 잠재력은 1.8GW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상류에 위치한 키르기
스스탄에서 오는 유량이 일정치 않아 수력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163)

160) CONCEPT NOTE for ensuring electricity supply in Uzbekistan in 2020-2030.
161)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62)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63) 한국 신ㆍ재생에너지협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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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자원생산량이 미미하여 타지키스탄과 함께
자원 수입국이다.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석탄을 제외하면 지하자원 생
산량이 매우 작지만, 상당한 규모의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
구와 세계에너지총회 보고서는 키르기스스탄이 수력 발전 잠재력의 10%만 이
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64)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생산의 90% 정도를 수력 발

전이 생산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의 나머지는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
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하여 극심한 전력난
을 겪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발전이지만 전기 가격
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난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해야 하며 소수력과 태양
광, 풍력을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은 수력 발전의 잠재력
이 매우 크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
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수
력 발전 잠재력을 이용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승인하였다.165)
2018년에 키르기스스탄은 ‘국가 발전 전략 2040’을 발표하였다. 본 전략에
서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
너지 등)의 비율을 1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166) 키르기스스탄의 신재
생에너지 발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167)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소비가
164) World Energy Council(2016), “World Energy Resour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IIEA(2020), “Kyrgyzstan Energy Profil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65) 키르기스스탄 전문가 Chyngyz Tashbaev 서면 인터뷰(2021. 10).
166) Shadrina(2019);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yrgyz Republic for 20182040(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67)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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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새 발전소 건설이 상당히 더뎌서 전력 공급이 매
우 부족하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겨울과 강우량이 적
어 전력 생산량이 줄어드는 해에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전력을 더 많
이 수입해야 한다.168)

표 5-7. 키르기스스탄 자원 매장량 및 전력 생산 현황(2020년)

석탄 매장량
(10억 톤)
1.3

천연가스
매장량
3

(1조 m )
0.006

석유 매장량

수력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배럴)

(twh)

발전량 (twh)

(twh)

1억

13.45

0

15.5

자료: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country/COD, 검색일 2021. 8. 14),
키르기스스탄 가스, 석탄, 석유 매장량 UN(2019년), 키르기스스탄 수력 발전량: IHA(국제수력협회)(2019년).
https://www.hydropower.org/(검색일: 2021. 8. 1), 키르기스스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2019년), 전력 생산량: IEA(2018년), 나머지 모든 수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2020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8. 키르기스스탄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
단위 GW

소수력

풍력

태양광 pv

바이오 에너지

Kyrgyzstan

1.8

1.5

267

0.2

자료: UNDP Renewable Energy Snapsho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도에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나
라별로 다르게 설정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정해진 비율만큼 감축해야 한다. 2021년도 9월에 업데이트된
NDC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기준연도(201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5.97% 감축해야 한다.169)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키르
기스스탄은 2021년 10월 UN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
하여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170)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68) IEA(2020), “Kyrgyzstan Energy Profil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69) UNFCCC(2021),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Kyrgyz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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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지키스탄

표 5-9. 타지키스탄 자원 매장량 및 전력 생산 현황(2020년)
석탄 매장량

천연가스 매장량

석유 매장량

수력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0억 톤)

(1조 m3 )

(배럴)

(twh)

발전량 (twh)

(twh)

0.4

0.006

n.a.

19

0

19.7

자료: 타지키스탄 가스 매장량(2020년 기준),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
country/COD, 검색일 2021. 8. 14), 타지키스탄 수력 발전량: IHA(국제수력협회). https://www.hydropower.org
/(검색일: 2021. 8. 1), 타지키스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2019년), 전력 생산량: IEA(2018년),
나머지 모든 수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0. 타지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
단위 GW

소수력

풍력

태양광 pv

바이오 에너지

Tajikistan

23

2

195

0.3

자료: UNDP Renewable Energy Snapsho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하자원 부존량이 매우 작고 수력자원이 풍부한 타지키스탄은 전력 생산의
90% 이상을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력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
며, 나머지 전력 대부분은 석탄으로 생산한다. 그렇지만 타지키스탄의 수력 발
전의 잠재력은 국제적인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에너지총회의 보고
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수력의 잠재 발전량의 단지 5%만 이용하고 있
다.171) 수력은 계절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데, 전력 발전에서 수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CAPS까지 무너져 전력 수급에서 국가 전역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면 타지키스탄의 전력 수
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300일 정도가 맑은 날로 기록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매우
170) UNDP(2021), “Opinion: Kyrgyz Republic’s Climate Plan Invi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71) World Energy Council(2016), “World Energy Resour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IEA(2020), “Kyrgyzstan Energy Profil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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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172) 동부 타지키스탄의 경우 일조량이 많지만 3,500m가 넘는 높은
고도와 험준한 산세, 급격한 경사 등이 있어 기업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어려
우며 일부 비계통 지역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은 가능하다.173) 풍력 발
전의 경우 타지키스탄에서는 풍속이 평균 초속 5~6m인 후잔트(Khudjand),
카이라쿰(Kairakkum), 파이자바드(Faizabad), 그리고 무르가프(Murghab)
지역이 풍력 발전에 적합하다.174) 타지키스탄은 대형 수력 발전 프로젝트인 로
군 댐과 같은 전통적인 수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
다.175) 신재생에너지는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해
외의 지원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는
타지키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타지키스탄은 2017년에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하
였다. 따라서 각국은 나라별로 다르게 설정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정해진 비율만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10월 업데이트된 타지키스탄의 NDC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도 수준의 60~70%를 넘지 않아야 한다.176)

5)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석유보다 더 많이, 또 고른 분포로
매장되어 있고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88.1TCM 중 약 9%가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그중 투르크메니스탄에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

172)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73)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74)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75)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76) UNFCCC(2021), “The Updated NDC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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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장량 규모는 미국보다 많은 13.6TCM으로 세계 4위 수준에 해당하고 동
시에 생산량 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이다.177)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
과 수출에 대한 잠재력이 있으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수출을 늘
리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의 천연가스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그중
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량이 가장 많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도 수출되고 있다.178)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석유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생산
량은 세계 36위 규모이며 매장량은 카자흐스탄의 약 50분의 1 수준이다. 몇몇
댐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전기를 제외하면 투르크메니스탄 전기 생산량의
10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천연가스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가
매우 풍부하여 향후 전력 생산과 가스 공급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
고 국가 에너지 산업 체계가 천연가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국토 전
체에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급원을 일부 다
변화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중
앙 전력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의 사용이 유용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여 연 300일 정도가 맑은 날로 기록
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력이 600GW 이상으로 높다(표 5-12 참
고).179) 태양광 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카라쿰 사막과 키질쿰 사막이 있는
동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서부 투르크메니스탄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180)

17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검색일: 2021. 8. 14).
178) Ibid.
179)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80) European Commission(2020), Optimal Paths for Electricity Interconnec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Europ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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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은 국토의 약 40%가 풍력 발전이 가능할 정도로 풍력 발전의 잠
재력이 크다.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와 북서부 지역이 초속 4m 이상의 풍속을 기
록하여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또한 발칸-코페트다그 회랑(Balkhan- Kopetdag
Corridor)과 중부ㆍ북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풍속이 빠르다.181) 투르크메니스
탄은 파리기후협약을 2016년에 비준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나라별로 다르게 설
정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정해진
비율만큼 감축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준연도(200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의 경제성장률(GDP)을 밑도는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
다.182)

표 5-11. 투르크메니스탄 자원 매장량 및 전력 생산 현황(2020년)

석탄 매장량

천연가스 매장량

석유 매장량

수력 발전량

(10억 톤)

(1조 m3)

(배럴)

(twh)

0

13.6

6억

n.a.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twh)
n.a.

전력 생산량
(twh)
22.5

자료: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country/COD, 검색일 2021. 8. 14),
전력 생산량: IEA(2018년), 나머지 모든 수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투르크메니스탄은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및 활동을 위한 전담 기구로 국가
재생에너지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인 ‘재생 에너지원’ 및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어 있다.183)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8년에 IRENA의 회원이 되었고
181) UN Office at Geneva(2013),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Central-Asian Countries i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82) UN ESCAP(2021), “Paris Agreement Implementation in Central As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83) 외교부 에너지과학 외교과(글로벌 에너지 협력 센터)(2020), ｢투르크메니스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특집 국제 에너지 자원 분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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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전략 2030이 2020년 12월에 채택되었고, 신재생에너
지의 이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이 2021년 3월에 제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은 UN 산하 UNDP/GEF와 투르크메니스탄 농업/환경보호
부의 협력 프로젝트인 ‘Sustainable Cities in Turkmenistan: Integrated
Green Urban Development in Ashgabat and Avaza’을 토대로 고안되었고,
이러한 UN과의 협력 틀 안에서 발전되고 있다.184)

표 5-12.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
단위 GW

소수력

풍력

태양광 pv

바이오에너지

Turkmenistan

1.3

10

644

소량

자료: UNDP Renewable Energy Snapsho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가. 국내기업의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현황
및 성과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너지의 비율이 매우 낮고 이들 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재생 분야에서
한-중앙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184) United Nations Turkmenistan(2021. 3. 3),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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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프로젝트를 유럽과 중국, 중동 회사 등이 참여하여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
분야에서 한-중앙아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는 대성그룹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 사리부
락 마을에서 비계통 지역 태양광 발전 및 식수 공급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다른 회사들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재생 사업 추진을 검토하거
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사업 진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9년에는 나보이주에 설치될 첫 번째 100MW급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되었다. 이 입찰에 한국, 인도, 중국, 일본, 러시아, UAE, 남아공과
유럽 등이 참여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응한 우즈베크 전문가에 따르면 입찰에
서 UAE의 Masdar사가 1kW당 2.679센트라는 낮은 전력 공급 요금으로 프로
젝트를 수주하였다. 2021년 5월에는 역시 Masdar사가 사마르칸트(1.791센트)
와 지작주에서 진행될 프로젝트(1.823센트)에 역대 최저 요금으로 수주에 성
공하였다.185)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인
‘Scaling Solar Program’의 PPP 사업으로 진행된 우즈베키스탄의 지작주와
사마르칸트주의 태양광 사업에서 최종 입찰 단계까지 진출하였으나 UAE 기업
이 사업권을 따내어 최종적으로 수주하지 못하였다. ‘Scaling Solar Program’
은 민간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Masdar사가 나보이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세계은행
이 처음으로 보증한 태양광 프로젝트이다.186)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유일한 사례는 대성에너지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마을에 분산 전원으로 전력과 식수를 공급하는 태양광 사업이다. 대
성에너지와 관련된 국내 신재생 부품 제조 기업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185)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186) 위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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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로벌 CSR 프로그램 지원으로 추진된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하여 2012년
에 완료하였다. 본 사업으로 52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리실, 지하
수 관정 및 상수 설비/마이크로그리드가 건설되었다. 대성에너지가 정부에 카
자흐스탄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현지 국영기업
까지 참여한 4자 간의 PPP 사업이 시작되었고, 총사업비는 약 15억 7,000만
원이었다. 사업비는 KOICA와 대성에너지가 절반씩 부담하였다(1차 연 8억
원, 2차 연 7억 7,000만 원). 대성청정에너지 연구소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과는 카자흐스탄 신기술부/환경부의 제안으로 2차 비계통 지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2015년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187)

그림 5-6. 대성에너지 카자흐스탄 태양광 사업 체계

주: 대성 에너지 카자흐스탄 사업 추진 경과(자료: 대성에너지, 카자흐스탄 글로벌 CRS 프로그램).
• 2009년 4월: 대성에너지 측에서 외교통상부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국제 협력사업의 업무협조
요청
• 2009년 7월: 카자흐 광물 자원에너지부 방문 및 협력 논의
• 2009년 10월 :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측에서 PPP 사업으로 동 사업 제안 및 접수
• 2009년 10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정부-Dostyk Energo(에너지부 산하 국영기업)-KOICA-대성에너지 4자 간
사업협력 MOU 체결
• 2010년 6월 사업 시작: 2차 연에 걸쳐 KOICA PPP 사업으로 진행
• 2012년 1월: 태양광발전소(52kWp) 및 관련 인프라 공사 완료
• 2012년 7월: 준공
• 2012년 8월 ~ 2013년 3월: 시스템 인수인계
자료: 이승훈(대성에너지.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청 식수 공급 및 녹색 마을 조성).

187) 대성에너지 사업 개발팀 팀장 이승훈 인터뷰(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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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문제점
현재까지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례가 적기 때문에 협력 후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협력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신재생 산업 발전이 카자흐스탄을 제
외하고는 아주 초기 단계이고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
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거나 다자개발은행의 프로
젝트를 진행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유럽, 중국 등 기타
주요국가보다 실적이 적은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 사례가 많
지 않아 중앙아시아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투자
하기에는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에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은 국내외 정부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나 다자개발은
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현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서면 인터뷰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는 중앙아시아에서 사업 진행 시 발생하
는 문제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예
를 들어 현지 중앙 정부의 공문이 있어도 지방 관세청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사
례가 있으며 PPP 사업도 재정보증을 해주지 않아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현지 사업의 불확실성과 행정적인 어려움 탓에 민간 기업이 현지에 활발하
게 진출하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지 국가의 제도적 보장 및 국가 차원의 보
조금 제도 등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독립 발전 사업(IPP: Independent Power
Plant)이 참여할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현지에서 사업 참여도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신재생 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민간기업
차원의 진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앙아시아 진
출 전략이 필요하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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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 개선 방향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투자의 위험을 줄여 주는 지원방안
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민간 기업이 현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서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키르기스스탄 현지 전문가 역
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보증을 받는 한-키
르기스스탄 정부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89) 현지 정부 정책에 따라 해
외기업의 투자와 외환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도 위험이 많이 따른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추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법ㆍ규정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과 제도도 자주 변경된다.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탓에 투명
한 법 집행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특히 PPP
관련 법적 체계 확립이 가장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25~30년 장기계약
이기 때문에 투자 기업은 향후 법령이 변경되어 계약 내용의 의무 불이행이 발
생하는 위험을 우려한다. 또 투자를 늘리려면 이러한 투자 관련 현지 정부의 보
장이 필요하고 투자 금액 회수와 일정 정도의 이윤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한데,
계약기간 동안 경제성 있는 전력 가격에 의무적으로 전력구매를 해 준다는 내
용이 담긴 계약 안정성 보장이 중요하다.190)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
가 간 투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
가의 에너지 관련 정부 부처 간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
스탄은 러시아와 에너지 부처 간에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이
어오고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

188) 대성에너지 사업 개발팀 팀장 이승훈 인터뷰( (2021. 7).
189) 키르기스스탄 전문가 Chyngyz Tashbaev 서면 인터뷰(2021. 10).
190)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간담회 자료(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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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이와 같이 소통하며
우즈베키스탄 시장과 법ㆍ제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여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191)
한국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기술 전수나 프로젝트 수행에 많은 경험이 있
는 국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신재생 분야 협력에서 가장 앞서나가
는 나라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다. 중앙아시아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기술 전수 프로그램과 자금지원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체코의 경
우 체코수출입 은행이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키르기스스탄-체코 경
제 포럼이 협력 증진을 위해 크게 노력하고 공동 관심사를 찾는 행사를 개최한
다.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체코가 한국에 좋은 참
고가 될 것이다.192)

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가.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현황과
협력 사례
1) EU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해외 협력 성공 사례로 유럽개발부
흥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자금 지원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EU와

191)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192) 키르기스스탄 전문가 Chyngyz Tashbaev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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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간 신재생 협력을 들 수 있다. EU는 주요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중앙아
시아 국가들과 신재생 분야에서 협력을 맺고 있다. 또한 EU는 소련 해체 및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이들 국가의 경제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EBRD를 통하
여 중앙아시아 신재생 산업에 자금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EBRD는 2008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행동 계획 협약(SEAP: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체결한 이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
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구소련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유럽의 에너지 수급 다각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전력 산업 현대화, 정책컨설팅 및 법률 자문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협
력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처라는 EU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BRD가 2009년에는 세계은
행 주도로 개발도상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클린기술펀드(CTF:
Clean Technology Fund)를 카자흐스탄에 만드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두 차
례에 걸쳐 Kazakhstan Renewables Framework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
금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에 총 5억 유로를 지원하였다.193) 2억
유로가 지원된 1단계 Kazakhstan Renewables Framework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
다.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에 총 26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었다. 3억 유로가 들어간 2단계 Kazakhstan Renewables Framework
는 2019년에 창설되었는데, 카자흐스탄의 2020년도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
3% 전력 발전이라는 목표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경쟁입찰 제도로 전
환하는 것을 지원하였다.194) EBRD는 카자흐스탄의 여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
트에 대출을 해 주었는데, 본 은행이 처음으로 지원한 신재생 사업은 2012년에
193) EBRD(2015), “Renewable Energy in Kazakh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94) EBRD(2019), “Kazakhstan Renewables Framework Phase II”(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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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사르다하 수력발전소 현대화 작업이다. 2014년에는 EBRD가 참여한 첫
대형 풍력발전소 개발에 5,92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EBRD가 참여한 첫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본 프로젝트에
8,0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CTF는 동 프로젝트에 1,500만 달
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195)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럽 기업들이 카자흐
스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이 참여하였다.

2)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자금 대출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주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지원하였
다. AIIB는 2020년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남부 자나타스(Zhanatas) 지역의
100MW급 대형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AIIB뿐만 아니라
EBRD, 녹색 기후 펀드(Green Climate Fund) 중국공상은행(ICBC) 등도 같
이 자금을 지원하였다. China Power International Holding(CPIH)과 네덜
란드 회사인 Visor Investments Coöperatief가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한다.196)
국내 전문가는 서면 인터뷰에서 각국이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
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대일로’ 진출 전략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제공하고, 교통 및 에너지 수송망 연결, 전력을 포함
한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풍력, 수력/소수
력 발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태양
광업체 Zhuhai Singyes Green Building Technology가 EPC 방식으로 진
195) EBRD(2015)“Renewable Energy in Kazakh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96) EBRD(2020), “Kazakhstan Forges Ahead with Renewable Energ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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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사마르칸트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 Development Bank)과 우즈베크 부흥 개발 펀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등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중국은 유ㆍ무상 차관으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
국 근로자를 참여시켜 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하였으며, 운영 단계에서 중국
제품을 판매하면서 중앙아시아 여러 사업에 진출하였다.197)

3) 미국
미국은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
으로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전력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미
국 정부는 2021년 2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USAID Power Central Asia’ 프로그램을 체결하였다. 중앙아시
아 5개국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3,900만 달러 규모로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전력 산업을 지원한다.198)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
는 EBRD, 세계은행 등과 중앙아시아 국제 전력망 구축 및 수출 사업인
CASA-1000을 지원한다. CASA-1000은 여름에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이다.199)

4) 다자개발은행
다자개발은행들은 교통물류, 에너지 수송, 재생에너지, 환경, 폐기물,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은

197)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간담회 자료(2021. 8. 2).
198)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199) World Bank, “Central Asia Electricity Transmission Projec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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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지방과 중소 도시 개발, 과수재배, 응급
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인 ‘Scaling
Solar Initiative’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
다.200) ‘Scaling Solar Initiative’는 IBRD, IFC, MIGA와 같은 세계은행 그룹
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이
며, 프로젝트 발굴, 금융 지원, 자문 등을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한다.
세계은행 그룹 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우즈베키
스탄의 나보이, 사마르칸트, 수르한다리야, 지작 지역 등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정책 조언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장관들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추진하고 있다. CAREC의 주요 지원 분야는 경제
개혁, 전력 부문 효율, 역내 전력망 확충, 상하수도, 교통인프라, 농업물류센터,
청년 일자리, 보건 분야 등이다.201)

나.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전략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되었고 유럽,
중국, 중동 지역 기업들이 여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국가 및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주요 신재
생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신재생 프로젝트 수주전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이 중동,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이고 지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작아 경쟁입찰을 통하여 신재생 사업을 수
주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기업이 단독으
로 진출하여 사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EU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한
200) Scaling Solar 홈페이지(2021), “Active Engagement – Uzbekistan”(검색일: 2021. 8. 14).
201)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간담회 자료(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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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면, 자금 지원과 현지 신재생 시장 및 산업의 발전 등 각종 부문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서 향후 10년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
에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질 것이다. 현지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사업의 단순 참여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및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기대가 있는 만큼, 가격 경쟁의 불리함을 현지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
력 및 지원해 가면서 극복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역점 과제 중 하나가 노후화된 인프라의 현대화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만 한정하지 말고 현지에서 필요한 노후
전력망 현대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존의 화력 발전소 및 정유공장 현
대화 및 신규 건설, 석유-가스관 건설 및 유전 개발, 신규 석유 화학 및 정유 공
장 건립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현지 정부와 조율하여 패키지 형
태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기업
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전문가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신재생 프로젝트는 단순
도급 방식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턴키계
약) 방식에서 직접투자 방식인 PPP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정
비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인프라와 플랜트 분야에 PPP 사업 방식으로
진출하려면 민관 협력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확대, 발전이 필요하고 한국 기업이 투자와 관심을 보이는 사업에 금융지
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민관 협
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정부와 공동으로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
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과 현지국의 투자사업 발주 시 한
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효과적이다. 긴밀한 민관 공조로
PPP 사업권을 수주하여야 하고, 그 결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자금조달 방안
도 마련해야 한다(그림 5-7 참고). 정부, 관계 기관, 그리고 기업이 지원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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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사업을 신속하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 유ㆍ무상 ODA 진
출 분야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현지 교통 및 인프라, 에너지 플랜
트 사업에 PPP 형태의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202)

그림 5-7. 한-우즈베크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화까지 민관 협력 과정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간담회 자료(2021. 8. 2).

202)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간담회 자료(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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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연환경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합하지만 다양
한 이유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기존 전통 자원인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 가격이 매우 싸고 석유, 가스, 석탄 산업이 국가 경제
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 경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동기가 떨어졌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개발하려면 대규
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고,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인력 및 노하우도 부족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서는 전통적인 수력자원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03)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계
획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대규모 실행 단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계획
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한-중앙아 신재생
협력은 이 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에서의 사업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
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
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
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외국이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카자흐스
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서 앞으로 최소 10년간
상당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정
203) Shadrina(2019);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019), “DRAFT National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of the Kyrgyz Republi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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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간의 합의를 통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과 자금조달의 방법을 확립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정보 부족과 현지의 관료주의나 정책 변경, 행정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현지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합의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된 이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느
냐이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다자 은행의 지원으로 이루어지
는 방식과 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외
국기업의 직접투자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된다.204) 따라서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 방안이 필요하며 PPP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한 PPP 직접투
자 외국자본은 물론이고 민간자금의 대량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PPP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해외 유수 기업의 IPP의 직접투자를 유치
할 수 있다. 현지국의 입장에서 보면 PPP 방식의 투자는 장점이 매우 많다. 왜
냐하면 투자 전 과정에서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이
다.205) 따라서 한국 정부와 현지국 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 제안된 ODA의 확충 및 펀드 설립 등의 금융
지원 등을 활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확립하여 현지국과의 공조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양측에 도움이 될 만한 에너지 관련 프로
젝트를 공동으로 다양하게 발굴하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독 혹은
패키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04) 키르기스스탄 전문가 Chyngyz Tashbaev 서면 인터뷰(2021. 10).
205)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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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가. 카자흐스탄
1) 금융감독
2019년 11월 11일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203호206)에 근거하여 카자
흐스탄공화국 금융감독청(ARDFM: Agency for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207)을 설립하고, 이
전까지 중앙은행(NBK: National Bank of Kazakhstan)에서 맡았던 금융규
제 및 감독 업무가 ARDFM으로 이관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ARDFM이 본
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ARDFM의 책무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
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자의 규제ㆍ통제ㆍ감독(regulate, control, and
supervise) 등이다. 주요 업무는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
호, 불법금융 대응 등이다. 이 외에도 ARDFM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
기준 수립,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등 금융시장의 규제 및 개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모니터링, 리스크
중심 금융시장 감독,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금융교육 확대와 포용금융 증대, 불법추심과 불법 금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가 규제ㆍ통제ㆍ감독에 관한 법률(On State
Regulation,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Organizations)｣ 및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업
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따른 기타 업무 등 다양하다.
206)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가 행정 시스템의 추가 개선(On further improvement of stat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7) ARDFM 홈페이지,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ardfm?lang=en(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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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현재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계산에 바젤 III 방법론을 적용하고
기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규제 비율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2) 금융시장208)
가) 은행업
카자흐스탄에는 2021년 8월 말 현재 23개 은행이 있다. 이 중 100% 국유은
행이 1개, 외국자본이 참여한 은행이 14개, 자회사 형태 은행이 11개이다.209)
은행 수를 보면 체제 전환 후인 1992년 초 155개(지점 수 877개), 1992년 말
204개(지점 수 1,023개)가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1998년
에 71개로 줄었고,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이어져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
다. 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고 5개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210) 외
국계 은행들은 자원개발사 등과 같이 국제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2017년 국민은행이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하면서 신
한은행이 유일하게 진출하여 영업 중이다.
외국은행의 경우 이전에는 현지 자회사 형태로만 은행업을 허용했으나,
2020년 12월 16일부터 외국은행도 지점을 통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지점 개설 요건은 외국은행의 국제신용등급 BBB 이상, 글로벌 자산 최소
200억 달러, 기타 NBK와 ARDFM의 규정 및 요구 사항 준수 등이다. 외국인
은 지방세 등록번호만 있으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 건전성 규제 부문에서는 1996년부터 자본금 요건 및 유동성 규제가 국
제 수준으로 강화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격한 규제감독 정책

208) 이상제(2020); NBRK(2021a); https://nationalbank.kz/ru/news/otchet-o-finansovoystabilnosti/rubrics/1692(검색일: 2021. 10. 15); ОБЗОР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https:
//nationalbank.kz/ru/page/obzor-finansovogo-rynka(검색일: 2021. 10. 15) 참고.
209) 은행업 현황은 https://finreg.kz/?docid=747&switch=english(검색일: 2021. 10. 15) 참고.
210) 2021년 8월 말 현재 상위 5개 은행이 은행 부문 전체 자산의 64.3%, 대출의 70.5%, 고객 예금의
66.8% 점유. ARDFM(2021), “Current State of the Banking Sector of Kazakhstan”(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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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8월 말 현재 은행 부문 총자산은 35조 1,059억 텡게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46.8% 수준이며, 이 중 대부분(49.8%)이 대출 자산이다. 대출은
개인대출이 49.6%, 중소기업대출이 26.7%를 차지하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
실대출 비율은 4.6%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카자흐스탄
은행 부문에 추가적인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 기존의 부실 대출, 부실한 위험
관리,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및 특수관계자 대출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약화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211)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자본 투입, 감독 및 규
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19년에 NBK는 14개 주요 은행의 자산건전
성을 검토하고(AQR), 각 은행에 대한 개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관
리 측면을 개선하였다.
2021년 8월 말 현재 은행 부문 수익성을 살펴보면, 자산수익률(ROA)은
3.57%,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8.78%,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
마진(net interest spread)은 3.72%,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212)
은 4.84% 수준이다. 자기자본은 5조 2,331억 텡게이고, 자본적정성213)을 나
타내는 자기자본 비율은 k1 20.7%, k1-2 20.7%, k2 25.4% 등으로 나온
다.214) 고유동성 자산은 12조 4,844억 텡게로 총자산의 35.6%이다.215)

211)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kazakhstan(검색
일: 2021. 10. 15).
212) 순이자마진(%)=(운용수익-조달비용)*100/전체운용자산.
213) 용어 설명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1. 5. 1), https://www.law.go.kr/admRulSc.
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1(검색
일: 2021. 8. 15) 참고.
214) 카자흐스탄 은행업 자기자본 계산 항목은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bankingregulation-review/kazakhstan(검색일: 2021. 8. 15) 참고.
215) ARDFM(2021), “Current State of the Banking Sector of Kazakh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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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업
자본시장은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다. 주식 및 부채 시장은 공기업이 지배하
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은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금융투자업 관
련 금융회사에는 브로커ㆍ딜러 38개사(은행 18개사, 비은행 20개사), 수탁기
관(custodians) 9개사, 자산운용사(investment portfolio managers) 19개
사, 자금중개사(transfer agents) 2개사가 있다. 자본시장 인프라에는 증권거
래 및 이와 관련한 결제 영업 인가216)를 받은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SE:
Kazakhstan Stock Exchange)와 인가업종이 아닌 중앙증권예탁원(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JSC) 등이 있다.217)
2020년 말 현재 기관투자자들의 전체 투자 자산 21조 6,600억 텡게를 투자
주체별로 보면, 연금과 상업은행(STB)의 투자 자산은 각각 59.6%와 31.3%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금은 투자액 10조 9,171억 탱게의 대부분을 국
채(51.2%)와 비정부증권(29.7%) 등에 투자하였다. 상업은행은 투자액 6조
7,732억 텡게 중 국채에 72.6%를 투자하고 기업발행 증권에 16.7%를 투자하
였다. 보험회사는 투자액 1조 731억 텡게 중 국채에 31.0%, 기업증권에 44.2%
를 투자하였다.218)
NBK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공동으로 수익률 곡선 구축을 위해
단기채 발행과 가장 수요가 많은 2~10년 만기 국채 발행 재개 등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채의 국제지수(GBI-EM: J. P. Morgan
Government Bond Index-Emerging Markets) 편입을 위한 2020-2022년
실행 계획’을 채택하여 지수 제공자의 요구 사항 및 조건을 맞춰가는 중이다.
216) KASE는 2012년 7월 19일 NBRK 내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Organizations의 Order #99에 근거하여 발
행된 License #4.2.3/1(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청산 업무)을 받는다.
217) https://finreg.kz/?docid=3479&switch=english(검색일: 2021. 10. 15) 참고.
218) https://finreg.kz/cont/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РЦБ на 01.01.2021_англ.pdf(검색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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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ASE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들의 참여 및 적극적인 거래
활동을 유도하는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국채 유통시장의 유동성도 높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CSD와 해외 ClearStream 간의 국채 거래 결제 방식도 2020년 8
월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Delivery vs. Payment)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국제 관행을 따르게 되면서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카자흐
스탄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을 줄여 투자자 확대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219)
2020년 1월 1일 현재 주가 지수(KASE Index) 산출에는 CenterCredit
Bank JSC(CCBN), KAZ Minerals PLC(GB_KZMS), Halyk Savings Bank
of Kazakhstan JSC(HSBK), Kcell JSC(KCEL), KEGOC JSC(KEGC), NAC
Kazatomprom JSC(KZAP), Kazakhtelecom JSC(KZTK), KazTransOil
JSC(KZTO) 등이 포함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주식 시가총액은 453억 달
러, 회사채 시장은 약 352억 달러이다.
‘카자흐스탄공화국국가기금(National Fund, 이하 국가기금)’은 재정 및 기
타 자산의 축적을 통해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석유 부문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와 외부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8월 대통령령 제402호로 설립되었
다. 국가기금은 석유회사의 세금 및 기타 납입금, 공공재산 민영화, 공공농지
매각 및 투자 수입으로 적립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기금 자산은 547억 달
러로 카자흐스탄 GDP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가기금은 GDP의 30%
이상 수준으로 최소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재무부가 국가기금을 통제하고,
NBK는 국가기금의 수탁자 및 자산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 NBK는 국제적으
로 인정받는 투자회사나 은행을 외부 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국가기금 자산의
일부를 위탁한다. 외부 자산 관리자나 이들이 관리하는 자산 관련 정보는 기밀
이다. 카자흐스탄 국가기금은 IMF가 주관하는 국부펀드 국제워킹그룹(IWG:
219)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kazakhstan(검색
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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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Social Wealth Fund)에 회원으로 참여
하지 않는다.220)

그림 6-1. 주가지수, 거래량, 거래금액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KASE, https://kase.kz/en/shares/, https://www.tradingview.com/x/UfbUEJ71(검색일: 2021. 10. 15).

다) 보험업
2021년 8월 말 현재 보험사는 27개로 이 중 9개가 생명보험회사이다.221)
그 외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s)가 11개, 보험계리회사(actuaries)는
59개, 보험배상금보증기금222)에 참여하는 보험/재보험회사는 26개가 있다.
시장 구조는 상위 10개사가 보험업계 총자산의 81.0%, 자본의 81.6%, 수입보
험료의 70.8%, 보험금 지급액의 65.0%를 차지한다. 보험 부문 전체 자산은
GDP의 2.29%, 수입 보험료는 GDP의 0.87%로 보험침투율은 개발도상국 기
준으로 해도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21년 8월 말 현재 보험회사 총자산 규모는 1조 7,047억 텡게로 이 중 투

220)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kazakhstan(검색
일: 2021. 10. 15) 참고.
221) https://finreg.kz/?docid=748&switch=english(검색일: 2021. 10. 15) 참고.
222) Insurance Indemnity Guarantee Fund, https://ipgf.kz/about/ (검색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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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증권이 7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은행 예금(10.1%), 재보험 자산(4.7%) 순
이다. 총부채는 9,924억 텡게, 자본금은 7,123억 텡게이다. 지급준비금은
8,460억 텡게, 지급여력 비율은 606%이다. 보험 부문 자산수익률(ROA)이
6.7%이고, 자기자본 수익률(ROE)은 15.5%로 전년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었
다. 재보험 출재는 831억 6,000만 텡게(전체 수입보험료의 17.5%)로, 이 중
92.0%가 비거주 재보험사로 출재가 되었다. 재보험 수재는 505억 8,000만 텡
게로, 이 중 88.4%가 비거주자에게 수재를 한 것이다.223)
2019년 현재 1인당 평균 수입보험료는 2만 7,290텡게, 보험금 지급액은 1만
1,887텡게, 보장액은 612만 9,011텡게이다. 1텡게를 2.58원 기준으로 환산
한 금액은 각각 7만 408원, 3만 668원, 1,581만 2,848원이다.
카자흐스탄 보험 산업에 대한 향후 투자 기회 전망과 관련하여, Kalkabayeba

et al.(2020)은 보험회사의 취약한 자본구조와 보험침투율 및 보험밀도 등의
지표로 볼 때 잠재력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보험밀도를 보면 2018년 현재
1인당 55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면 다
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부족과 소비자들의 낮은 보험 수요를 반영한다. 보험
침투율도 2018년 현재 0.6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한국 11.6%, 대만 20.9%,
캐나다 7.5%, 중국 4.2%). 이에 따라 세계 보험시장에서 총수입보험료 기준 카
자흐스탄의 점유율은 0.02%로 스리랑카, 세르비아, 오만 등과 동일한 수준
이다.

라) 모기지대출기관 및 비은행금융기관224)
2021년 6월 말 현재 JSC Kazakhstan Mortgage Company 및 JSC Express
Finance 등 2개의 모기지 대출기관과 특정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4개의 비은

223) https://finreg.kz/cont/Тек. состояние на 01.09.2021г. eng.pdf(검색일: 2021. 10. 15)
참고.
224) https://finreg.kz/?docid=751&switch=english(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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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융기관이 있다.225)
모기지대출기관의 2021년 6월 말 현재 총자산은 1조 3,842억 텡게이다. 이
중 대출이 3,036억 텡게로 전체 자산의 21.9%이며, 투자증권이 8,285억 텡게
로 전체 자산의 59.9%를 차지한다. 대출 중 90일 미만 연체액은 전체 대출의
10.3%인 314억 텡게이고, 90일 이상 연체액은 전체 대출의 3.0%인 92억 텡
게이다. 당기순이익은 185억 텡게 수준이다.226)
비은행금융기관의 2021년 6월 말 현재 총자산은 연초 대비 10.3% 증가한 1조
3,611억 텡게를 기록하였다. 대출이 7,349억 텡게로 전체 자산의 54.0%이고,
금융리스는 3,072억 텡게로 22.6%를 차지한다. 90일 미만 부실대출액은
1,500억 텡게로 전체 대출액의 12.9%이고, 90일 이상 연체액이 886억 텡게
로 7.6%이다. 90일 이상 연체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67.5%로 연초 대
비 다소 악화되었다.
주된 자금 조달 원천은 차입 비율이 48.5%이고, 채권 발행 비율은 36.2%이
다.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310억 텡게이다.

마) 연금
카자흐스탄 연금제도는 기본연금, 의무가입의 일반 및 전문직 연금, 그리고
임의가입 연금 등의 3단계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연
금이다.227) ‘통합적립연금펀드(Unified Accumulative Pension Fund)’가
의무가입 일반 및 전문직 연금과 임의가입 연금의 납입액을 수납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며, 중앙은행은 자산 관리기관(fiduciary
manger)으로서 연금 자산을 관리한다.

225) 농산복합체 부문의 국유관리지주회사(National Management Holding Company)의 100% 자
회사인 Agrarian Credit Corporation JSC, Agriculture Financial Support Fund JSC,
KazAgroFinance JSC 및 우정사업체 Kazpost JSC 등이 있다.
226) https://finreg.kz/cont/ТС НО 01.07.21. (eng).pdf(검색일: 2021. 10. 15) 참고.
227) https://egov.kz/cms/en/articles/pensionnaya_sistema(검색일: 2021.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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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말 현재 통합적립연금펀드의 의무가입 납입 계좌 수는 1,085만
3,152개이다. 의무가입 전문직 연금 계좌 수는 50만 2,388개, 임의가입 연금
계좌 수는 4만 2,115개이다. 통합적립연금 펀드의 적립 총액은 12조 604억
텡게이다. 연금별 비율을 보면, 의무가입 적립 총액이 11조 7,705억 텡게, 의
무가입 전문직 연금이 2,878억 텡게, 임의가입 연금이 21억 텡게 등이다. 통합
적립연금 펀드 자산 총액은 12조 628억 텡게로 주로 국채(43.3%, 5조 2,125억
텡게)와 국내 회사채(26.4%, 3조 1,952억 텡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외국
국채는 11.1%, 상업은행 예금은 9.1% 비율을 보인다.228)

바)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Microfinance Organizations)229)
2021년 6월 말 현재 ARDFM에 등록된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체는 222개이
다. 알마티와 수도인 누르술탄 두 도시가 중요한 영업 지역이다. 2021년 6월
말 현재 총자산은 6,447억 텡게이다. 이 중 대출이 5,311억 텡게로 82.4%를
차지한다. 대출 자산 중 722억 텡게(74.3%)가 90일 미만 연체가 있는 고정 이
하 자산이다. 90일 이상 연체는 333억 텡게(6.0%)로,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
립률은 91.9%이다. 총부채는 4,378억 텡게로, 이 중 차입이 3,696억 텡게로
전체 부채의 88.5%를 차지하는 주요 자금조달 원천이다. 2020년도 당기순이
익은 232억 텡게이다.230)

사) 외환시장231)
카자흐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협정
조항 제8조232)를 1996년에 채택한 국가로,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정상지
228)
229)
230)
231)

https://finreg.kz/?docid=750&switch=english(검색일: 2021. 10. 15) 참고.
https://finreg.kz/?docid=3368&switch=english(검색일: 2021.10. 15) 참고.
https://finreg.kz/cont/ТС%20МФО%2001.07.21.%20eng.pdf(검색일: 2021. 10. 15) 참고.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kazakhstan(검색
일: 2021. 10. 15) 참고.
232) 제8조의 상세 내용은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External/Pubs/FT/A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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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관한 제한과 차별적 통화 조치를 피해야 하고, 타 가맹국이 보유한 자국통
화 잔액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즉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보장되어 있어서, 예컨대 투자 자본, 수익, 대출 또는 리스 지불, 로
열티 송금 등 투자와 관련된 자금을 전환ㆍ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모든 형태의 투자와 관련된 펀드는 어떤 통
화로든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다. 물론 현지 시장 사정에 따라 태환 가능한 통
화가 주요 세계 통화로 제한될 수 있다.
외국 금융회사 지점은 이전에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특별 협정에 따라 이미
비거주자로 분류된 비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자로 취급된다. 일부 예
외가 있지만 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는 금지된다. 현지 외환 법률에 따로 명시되
지 않으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는 제한이 없다. 비거주자가 거주
자와의 예금, 유가 증권, 대출 및 기타 통화 거래 관련 배당금, 이자 및 기타 소
득을 자유롭게 수령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스타나국제금융중심지
(AIFC: Astana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에 등록된 금융회사도 통화
및 외화결제에 제한이 없다.
다만 카자흐스탄의 ｢외화규제 및 통제법(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July 2, 2018 No. 167-VІ ZRK)에 따라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은행에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여 실수요 증명을
해야 한다.233)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서비스 은행이 해당 거래를 당국에
통지해야 하므로 송금 은행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송금 당사자에게 해당
통지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송금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투자 수익을
송금하는 일정은 서비스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르다.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의 안전 자산 선호, 교역 상대
#art7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IMF협정 제2차개정안 제8조(가맹국의 일반적 의무), https://www.
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국제통화기금#
licTrty2315(검색일: 2021. 8. 15) 참고.
233) https://adilet.zan.kz/eng/docs/Z1800000167(검색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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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러시아 루블화의 움직임, 유가 등 외부 요인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에 영향을 받는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 8월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목표
통화 체제를 위해 페그제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만,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월별로 시장개입 자료를 발표한다. 예컨대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9,480만
달러의 시장개입이 있었고, 2020년 3월에도 14억 8,760만 달러의 대규모 시
장개입이 이어졌다.234) 2020년 3월에는 외환시장의 외화 공급을 늘려 외환시
장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정부 공기업 외화 수입의 50% 의무 매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 210억 달러가 시장에 공급되었다. 또
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과 KASE는 외환 시장을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의 참여
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환위험 회피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
을 위한 금융 파생상품의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외화, 금, 국고자산을 비롯한 NBK의 외환보유액은 총
944억 달러이다.

3) 금융 인프라
가) 예금보험기금(Kazakhstan Deposit Insurance Fund)
2019년 말 현재 25개 은행이 예금보험기금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미가
입 은행은 2개로 이슬람 은행인 Islamic Bank Al-Hilal JSC 및 Islamic Bank
Zaman-Bank JSC이다. 기금에 가입한 회원은행이 강제 청산될 경우 예금 지급
을 보장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회원은행의 은행업 인가 취소(revocation)
시점이 보장된 예금지급을 개시하는 기준이 된다.
보장 범위를 보면 저축예금은 최대 1,500만 텡게, 정기예금은 1,000만 텡

234) NBRK(2021b),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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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외화예금은 500만 텡게를 넘지 않는 범위이고, 자연인 및 개인 사업자가
회원은행에 개설한 모든 예금 및 은행 계정을 포함한다. 예금보험의 보장 수준
목표가 회원은행 보장 예금 총액의 최소 5%인데, 2019년 현재 소매예금의
6.6%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하였다.
예금지급을 위한 특별준비금(special reserve)의 재원은 회원은행 보험납
입액, 가입증서(deed of accession)상의 의무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 무는 위
약금, 은행 청산 시 배당금, 특별 준비금 자산 운용 수익, 기금 자기자본 등이
다. 회원은행 납입액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새로 개발한 기금
자체의 위험평가 모형을 사용한다. 회원 은행의 재무상태 변화를 민감하게 포
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조기에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가
능하다.
특별준비금은 2019년 말 현재 4조 2,000억 텡게이고 소매예금의 99.8%를
전액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며, 개인예금 총액의 44.8%를 보장하는 수준이다.
이는 준비금이 소매예금의 최소 90% 이상을 보장하고 개인예금 총액의 50%
미만을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청산 은행의 72만 257명 예금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776억 텡게인데,
이 중 2020년 1월 1일 현재 13만 2,219명에게 763억 텡게를 지급하여 전체
지급 예정 금액의 97%를 달성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보장 지급의 개시
일을 3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당시 예금에 부과된 이자도
보장 대상에 포함하였다.

나) 금융결제원(Kazakhstan Interbank Settlements Center)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기능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중
앙은행에 설치한 금융결제 센터이고 모든 은행, 재무부 재정위원회(Treasury
Committee),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기타 중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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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카자흐스탄 국내 지급ㆍ청산ㆍ결제 시스템 운영의 핵심 기능
들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 간 이체 및 청산, 지급결제 시스템의 지속성
을 보장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지원,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
이슈 대응, 암호화 도구 판매ㆍ활용ㆍ저장,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등
이 있다.
2019년 결제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70만 건이었다.

다) 신용정보원(State Credit Bureau JSC)
신용정보원의 주요 업무는 신용 이력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신용보
고서 제공 및 보험 공동 DB 구축 등이다. 신용정보원은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행정부 DB들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수요가 많은 7개 정부 DB에 대
해서도 정보협력에 합의하였다.
보험통계 분석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보험 DB 구축ㆍ유지, 의무 가입
보험계약의 보험료 자동 계산, 정부 DB와의 연계ㆍ통합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개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은행과 마이크로파이
낸스 업체로부터 사회 취약계층 개인들의 대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탕감할
부채 수준을 계산한 뒤, 그 결과를 ‘부실대출기금(the Problem Loan Fund)’
에 제출한다.

라) 증권거래소(KASE: Kazakhstan Stock Exchange)
증권거래소는 1993년 11월 17일에 카자흐스탄 은행 간 외환거래소(Kazakhstan
Interbank Currency Exchange)로 설립되어 당시 새로 도입된 텡게화와 달러화
간 거래소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앙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하였고,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금펀드 등 59개 금융기관이 지분 참여를 하였다.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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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zakhstan Stock Exchange)’로 이름을 변경
하였다. 1996년에 주식 및 채권 등 금융상품, 1995년에 국채, 1996년에 달러
선물, 1997년에는 상장 주식 등의 거래가 추가되었다. 1998년에 장외 거래시장
(OTC) 개설과 유로본드 거래, 1999년에는 기업채권, 지방채, Repo 거래 등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 국제기구 채권, 2003년에 외국 국채, 2006년에는 외국
기업 회사채 등의 거래가 추가되었다. 현재 189개의 상장 기업과 함께 주식 및
펀드, 회사채, 국가 부채, 국제 개발 기관 부채, 외화, 환매 계약(REPO) 및 파생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KASE 거래의 대부분은 단기금융
상품(84%)과 외환(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 이래 KASE는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주식 및 통화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인프라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대부분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거래소 회원인 전문 참여자들과의 파트너십
을 통해 상업기관의 주주로서의 이익과 서비스 소비자인 회원으로서의 손해 사
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단계로 지분 매각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증권거
래소(Public Joint-Stock Company Moscow Exchange MICEX-RTS)와
의 전략적 합의 이행에 따라 2019년 1단계로 거래소 지분 중 3.36%의 소유권
을 이전하였다. 시세 조종 행위 여부를 판정하는 전문가패널(Expert Panel)은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소에서 중앙은행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 중앙증권예탁원(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증권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카자흐스탄 CSD는 2019년 1월 1일부터 증권 소
유자 등록 시스템 유지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을 높여 관련 금융상품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외 시장 통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호가 정보 교환과 거래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증권예탁원의 회계 시스템에 증권을 예탁한 고객이 개설한 계정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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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현재 12만 1,168개(전년 대비 475개, 0.4% 증가)이고, 개인 계정
이 11만 9,200개, 법인 계정이 1,900개로 구성된다.

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235)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런던 등 국제 금융센터의 장점들을 모델로
삼아 2015년 5월 19일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를 대통령령 서명으로 설립을 추
진하였고, 같은 해 12월 설립 관련법(Constitutional Statut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을 채택
하고 아스타나 행정국(The AIFC Authority)을 설치하였다. 2018년 1월 수도
누르술탄 내 7만 2,000m² 규모의 부지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자체적인
법 체계, 행정 당국 및 법원이 있고, 영어가 공용어이다.
AIFC는 세계 주요 금융센터와 자본 및 투자를 위한 지역 관문으로서의 카
자흐스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
유라시아 경제연합, 코카서스, 중국 서부 및 몽골 지역을 아우르는 금융 허브
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0년 12월 현재 633개 회사가 AIFC에 참여자
로 등록하였으며 이들은 외환, 비자, 노동법과 관련하여 50년간 특별대우를
받는다.
아스타나 금융감독국(AFSA: Astana Financial Authority)의 책임 및 권한
은 ｢AIFC 법｣236)에 명시되어 있다(법 제12조). AIFC의 금융 서비스 및 관련
활동 규제와 관련된 법의 제ㆍ개정, AIFC 참가자의 등록 및 인허가, 활동에 대
한 통제ㆍ감독ㆍ조치 등이 주 업무이며, AIFC 의사결정 기구인 AIFC관리위원
회(AIFC Management Council) 결의에 따른 기타 권한 등을 행사한다.
아스타나 국제증권거래소(AIX)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식 및
235) https://aifc.kz/; https://gratanet.com/publications/kazakhstan-corporate-ma-2020(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10. 15) 참고.
236) https://aifc.kz/files/legals/7/file/constitutional-statute-with-amendments-as-of-30december-2019.pdf(검색일: 2021.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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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17년에 AIFC의 일부로 설립되었
다. AIX 주요 주주는 AIFC, GoldmanSachs, Shanghai Stock Exchange,
Silk Road Fund, AIX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NASDAQ 등이다. AIFC는 규
제 환경하에서 AFSA의 감독을 받는다. 20명 이상237)의 카자흐스탄 국내 및
중국, 러시아, 유럽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2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 표시 통화는 KZT, RUB, USD, CNY, EUR 및 CHF 등을 사용하고,
지역주식부(REMS),238) 이슬람금융, 광산업부(mining segment), 녹색금융
등 특화 거래 부문도 운영 중이다.
2019년 영국 국세청(HMRC)에서 AIX의 규제동등성을 인정받아서, AIX에
서 거래되는 주식의 소유자는 영국에서 세법 적용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2019년에 우라늄 회사인 JSC NC Kazatomprom과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
인 JSC Halyk Bank의 기업공개(IPO)가 런던증권거래소(LSE)와 AIX에서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영화될 예정인 다른 우량 기업들의 기업공개도 의무적
으로 20%를 현지에 배분해야 하는 법적 요건에 따라 AIX에서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AIFC는 자체 법규뿐만 아니라 중재를 위한 자체 법원과 시설도 보유하고 있
다. 카자흐스탄이 단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국 2체제’ 구조이다.
AIFC는 투자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영국 법 원칙에 따라 주요 기능을 운영한
다. AIFC의 설립으로 외국인 및 현지 투자자가 카자흐스탄에서 M&A 거래를
할 때 카자흐스탄 법이나 외국법(영국 법 포함), 다른 나라 사법 관할을 따르는
대신 AIFC 법을 따르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AIFC 법률은 영국 법률에서
는 공통적으로 다루지만 카자흐스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규제하
지 않는 옵션, 신탁 의무, 상계, 허위 진술, 금지 명령, 특정 성과 같은 특정 개
237) 거래회원 명단은 https://www.aix.kz/aix-membership/aix-members/trading-members/
(검색일: 2021. 10. 15) 참고.
238) 상장 기준 등은 https://www.aix.kz/about-aix/regional-equity-market-segment-rems/
(검색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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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도 포함하고 있다. 민법상 기구(Civil Law Jurisdiction)라는 AIFC의 한계
탓에 AIFC 법에 특정 문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영국 법이 아닌 카자흐스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다른 부분이다.
AIFC 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AIX에 상장된 증권의 매도 및 매입 시 2066년
까지 자본 이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
AIFC 법을 적용법으로 하는 AIFC 법원이 카자흐스탄,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M&A 거래를 구조화하는 적절한 포럼이라고 인정받는 반응이 일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AIFC 법과 카자흐스탄 법 간 상호작용이 아직 확인되
거나 검증되지 않았고 법원 판례도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나. 우즈베키스탄
2020년 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과도한 자산 점유율, 경쟁 부족,
기업 지배구조 및 은행 서비스의 품질 같은 은행 부문의 기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 부문 5개년 개혁 전략을 승인하였다. 은행 부문에서 국가 점유율을
현재 84%에서 60%로 줄이고, 비은행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을 현재 0.35%에서
4%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6개 은행의 지분을 민영화하고 나머지 국
영은행의 은행 서비스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1) 은행업
우즈베키스탄 통화 당국이자 최종 대부자는 중앙은행(CBU)이다. 중앙은행
은 우즈베키스탄 최고위원회를 책임지며, 집행기관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은행 활동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허
가 및 규제 대상이다.
2021년 1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32개의 상업은행이 있다.239) 5개의 상
239) 32개 은행의 상세 정보는 https://cbu.uz/oz/credit-organizations/banks/head-offices/(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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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은 국유은행이고 13개 은행은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8개
는 국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부분적 국영은행이다. 상업은행은 2019년 7월
1일 현재 전국에 884개의 지점240)과 7,743대의 키오스크ㆍATM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241) 현재 외국계 은행은 7개이며, 5개 외국은행이 우즈베키스
탄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현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영업
하지는 않는다.242) 우즈베키스탄의 환거래 은행243)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
는다.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은행에 제한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금리 등 거래조건이 경쟁력이 있거나 유리하지 않지만 현지 대출도 이용
할 수 있다.
대다수 우즈베키스탄 상업은행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안정적’ 등급을 받
았다.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이들의 은행신용등급을 안정적이
고 단기적인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통제하는 공공부문의 지배적 역할, 국가 개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형 상업은행의 안정성, 다른 CIS 국가와 비교하
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은행 시스템의 높은 회복력 등에 주목하여
평가하였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은행 부문의 자본금은 약 58억 달러, 총자산 가치는 약
370억 달러이다. 3대 국영은행인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zbekistan), 아사카 은행(Asaka Bank), 우즈프롬스트로이뱅크(Uzpromstroybank)가 은행 부문 자본의 46%(27억 달러)와 자산의 47.7%(175억 달러)를 차
색일: 2021. 8. 15) 참고.
240) 은행별 지점 상세 정보는 https://cbu.uz/en/credit-organizations/banks/branches/(검색일:
2021. 10. 15) 참고.
241) 은행별 신용카드, ATM, POS 현황은 https://cbu.uz/en/statistics/paysistem/539293/(검색
일: 2021.10. 15) 참고.
242) 코메르츠방크, 란데스방크 베를린, JP모건체이스, 한국수츨입은행,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등이다.
243) 외국환은행이 자국 거래당사자들의 의뢰한 송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해외 소재 다른 은행과
체결하는 환업무 협약을 ‘환거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호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 ‘코
레스은행 또는 환거래은행(corresspondent bank)’, 해당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환거래 계
좌’ 또는 ‘코레스 계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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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은행 부문 자본적정성 비율은 평균 18.4%이고, 유동성 비율은 67.4%이
다.244) 총대출금을 보면 국유은행이 은행 부문 자본의 84% 및 자산의 85%를
차지하고 민간은행은 상대적으로 작은 틈새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245) 총대
출금 중 부실대출 비율은 2021년 1월 1일 현재 2.1%이다. 국유은행의 평균 부
실채권 비율은 약 2.1%이고, 민간은행의 경우는 1.9%이다.246)
소액신용을 다루는 비은행 부문에는 66개의 소액신용기관(micro credit
organizations)과 67개의 전당포가 있다.247)

2) 금융투자업
2017년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술이전과 지역산업 고용이 가능한
투자자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포트폴리오 투자유치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2017년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용한 경제개발 목표달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1월에 신설된 자본시장개발청(CMDA)이 증권시장의 발
전과 규제 및 증권시장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CMDA는 현재
2020~25년 자본시장 개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본시장
규모를 충분히 키워서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를 국부 창출의 동력으로 삼
244) 은행별 자본적정성은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541813/, 총자본/납입자본비율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541797/, 유동성은 https://cbu.uz/en/statistics/
bankstats/541814/(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5) 참고.
245) 32개 각 은행별 자산ㆍ부채는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541803/, 은행 규모별 주
요 경영지표(수익률, 장/단기, 개인/법인 대출 및 예금)는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
/541811/, 통화(솜화 및 외화) 표시별 대출 및 예금은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
541799/, 개인/법인별 대출 및 예금(32개 은행별)은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5
41804/, 예대비율은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541801, 대출 형태별로는 https:
//cbu.uz/en/statistics/bankstats/541817/(모든 자료의 검색일:2021. 8. 15) 참고.
246) 은행별 부실대출 비율은 https://cbu.uz/en/statistics/bankstats/541818/(검색일:2021. 8.
15) 참고.
247) 소액신용기관 목록은 https://cbu.uz/upload/iblock/966/full_mikro.xlsx, 소액대부업 재무
상태표는 https://cbu.uz/en/statistics/credit/531487/, 전당포 목록은 https://cbu.uz/upload
/iblock/e4b/List1.xlsx, 전당포 재무상태표는 https://cbu.uz/en/statistics/credit/531490/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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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자체 증권시장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증권거래
플랫폼이자 유일한 기업 증권거래소인 JS 공화국증권거래소 타슈켄트(UZSE:
Republican Stock Exchange ‘Tashkent’)248)가 거래를 지원한다.249) UZSE
에서는 주로 국유기업의 주식이 상장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부
가 누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지, 어떤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정확한 재무보고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기금(UFRD)은 국부펀드 역할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의 내각, 재무부, 5대 국유은행이 UFRD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 기관이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 펀드는 산티아고 원칙(Santiago
Principles)250)으로 알려진 국부펀드국제포럼(IFSWF: International Forum
of Sovereign Wealth Funds)의 자발적인 모범 규준을 따르지 않으며, IMF
가 주관하는 국부펀드 국제워킹그룹(IWG: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Social Wealth Fund)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006년 외환 수입의 불태화
및 축적을 목적으로 UFRD를 설립했지만, UFRD의 공식 목표는 국내 경제의
전략적 부문에 정부 보증 대출과 지분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다.251)

3) 보험업
우즈베키스탄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의 비율은 5.1%로 여전히 은행 및 금융

248)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Фондовая Биржа «Тошкент»), https://www.uzse.uz/?locale=en. 지
분구조는 https://www.uzse.uz/abouts/capita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5) 참고.
249) 1994년 4월 8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경제 개혁 심화, 사유 재산 보호 및 기업가 정신 발전을 위
한 조치｣에 따라 설립되었다. 2012년 공화국 증권 거래소 “TOSHKENT”와 한국 증권 거래소(KRX)
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다. 현재 KRX는 RSE “Toshkent”의 지분 25%를 보유 중이다. https://www.uzse.uz/
abouts/history 및 https://www.uzse.uz/abouts/capita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5) 참고.
250) https://www.ifswf.org/santiago-principles-landing/santiago-principles(검색일: 2021.
8. 15) 참고.
251)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uzbekistan(검색
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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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252) 보험시장 감독당국은 우즈베키스탄 재정부 산
하 보험시장개발청(Insurance Market Development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이다.253)
2020년 말 현재 보험회사는 45개이다. 연간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는 594만
1,108건(전년 대비 80.3% 증가), 보험가입금액은 21조 404억 솜으로 전년 대
비 30.5% 증가하였다. 2020년 말 현재 전체 보험계약금액은 900조 8,667억
솜이다. 이를 보험 성격으로 보면 임의보험이 67.7%(609조 5,509억 솜), 의무
보험이 32.3%(291조 3,158억 솜)를 차지한다.254)
임의보험을 상품별로 보면, 생명보험 계약이 1만 8,468건, 손해보험이 248만
4,706건이고, 보험계약금액은 각각 3,916억 솜, 609조 1,593억 솜이다. 이처
럼 생명보험 시장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납입보험료는 2조 3,440억 솜으로 임의보험이 1조 9,845억 솜(전
체의 84.7%), 의무보험이 3,595억 솜(전체의 15.3%)이다. 임의보험 중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 납입보험료는 각각 2,930억 솜, 1조 6,915억 솜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7,258억 솜이다. 이 중 임의보험이 5,907억으로 의무보험이 81.4%
를 차지한다. 이를 보험상품별로 보면 생명보험 지급액이 3,075억 솜, 손해보
험 지급액이 2,833억 솜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역별 금융시장 중 보험시장 비중을 보면, 수도인 타슈켄트
가 7.5%로 보험영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다.

252) 우즈베키스탄 서비스 통계는 https://stat.uz/files/325/qr2020-december/1410/Services.pdf,
p. 15(검색일: 2021. 8. 15) 참고.
253) 보험시장개발청 설립 근거법은 https://lex.uz/ru/docs/4677926(검색일: 2021.10. 15) 참고.
254)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2021. 4. 27), 온라인 보도자
료, p. 1(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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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시장255)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10월 IMF 협정 조항 제8조를 정식으로 채택했지만
이 조항에 따른 완전한 의무 이행은 2017년 9월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비공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다중환율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에 ｢통화정책의 자유화
를 위한 우선 조치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며 외환자유화 개혁에 착수하였다.
2017년 9월 5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위적으로 낮춘 공식환율과 암시
장 환율 간 격차를 없애고 사업목적의 무제한 비현금 외환거래를 허용하였다.
2019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자산, 증권 및 주식시장 이익에 투자한 자본의
본국 송금 규제를 상당히 간소화하였다. 새로운 법률(2019년 3월 ZRU-531)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법인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금 및 기타소득을
외화로 전환하여 외국은행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현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비거주법인은 수익 축적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10월 22일에 채택된 외환규제에 관한 법률(2019년 10월
22일 ZRU-573)에 따라 외환거래와 국경 간 거래 및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
화되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기업들은 세금과 기타 현지 법률의 재
무적 의무를 다한 경우, 배당금 및 기타 현지 통화 수입을 외화로 전환하고 국
경 간 배당금 지급이나 본국 송금 거래를 외국은행 계좌로 제한 없이 이체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부도 및 파산, 범죄 행위, 또는 중재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본국 송금을 제지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민간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수
단에 접근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까다로운 거래조건을 적용받는
다. 외국은행과의 직접거래는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지 합작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상업은행은 국제금융기관의 신용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
255)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uzbekistan(검색
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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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환율은 시장환율(2021년 3월 현재 1달러당 1만 600솜)에 기초하여 중앙은
행(CBU)이 결정한다. CBU는 회계ㆍ통계ㆍ기타 보고 목적과 우즈베키스탄 관
세ㆍ기타 의무 지불 계산을 위해 매일 오후 4시 공식 환율을 발표한다.
2017년 9월 우즈베키스탄 솜이 50% 가까이 평가절하된 이후, 2018년에는
연평균 2.4% 평가절하에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다가, 2019년 다시 14%
로 평가절하가 가속화되었다. 2020년 평가절하는 연 10% 미만으로 유지되었
다. 이러한 상대적 안정성은 수입 감소와 강력한 외환보유액(2021년 1월 1일
까지 349억 달러) 덕분에 유지되었다.

다. 투르크메니스탄256)
1) 은행업
투르크메니스탄의 낙후된 금융 시스템과 극심한 외화 부족 탓에 금융자원의
자유로운 흐름이 크게 방해를 받고 있다. 국유은행에는 ‘외국 경제 관계를 위한
주립 은행(Vnesheconombank)’, Dayhanbank, Turkmenbashy Bank,
Turkmenistan Bank 및 Halk Bank가 있다. 이들 은행은 각각 대외 무역, 농
업, 산업, 사회 기반 시설, 저축 및 모기지 등 전문분야가 있다. Senagat Bank
는 2017년 Garagum Bank를 인수하여 현재 기업들에 일반 은행 서비스를 제
공하는 유일한 지역 은행이다.257)
외국상업은행은 모두 4개이다. 합작은행인 Turkmen-Turkish Bank (Dayhanbank
and Ziraat Bank의 joint venture), Saderat Bank of Iran 지점, Deutsche
Bank와 Commerzbank 사무소는 기업 및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대한 유럽은행

256)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turkmenistan(검
색일: 2021. 10. 15) 참고.
257) https://www.cbt.tm/en/banklar.html#(검색일: 2021. 10. 15) 참고.

260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의 보증업무만 하고 일반 은행영업은 하지 않는다. 파키스탄 중앙은행(The
National Bank in Pakistan)은 해외 영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아시가바트 지점
철수를 진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시장에서 쉽게 빠져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국인이 체류 신분에 따라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공
식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진 내용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르크메니
스탄 국내 시장에서 대출받은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명목상 민간기업과
사업가로 구성된 독립 조직인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은 실제로 정부의 긴밀한 통제를 받으며 축산, 농업, 식
품 생산 및 가공, 산업 개발 같은 전략적 부문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회원사
에 연 1%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제공한다.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배분이
시장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재건 및 개발 은행(EBRD)’은
투르크메니스탄 민간 중소기업(SME)에 대출을 일부 제공한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최대 은행인 Vnesheconombank의
총 자산은 TMT 339억 마나트(공식 환율로 97억 달러)이다. Vnesheconombank
의 환거래 은행 목록은 공개되었다.258) 다른 은행의 자산 관련 정보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자산 규모가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은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상업은행은 국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국영은행은 주로 국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EBRD와 Turkmen-Turkish
Bank의 지분 대출을 통해서만 현지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58) http://www.tfeb.gov.tm/index.php/en/about-bank-en/correspondent-relations(검색
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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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증권시장이 없지만, 1993년 증권 및 증권 거래소에 관
한 법률에서 증권의 발행, 판매 및 유통 관련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합자회사에 관한 법률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보통주, 우선주, 채권 및 전환 증
권의 발행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증권 거래소나 투자회사가 없어 거래시
장도 없다.
정부는 주로 국가 예산 잉여금으로 안정화 기금이라고 알려진 국부펀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위해 외환준비금(FERF)으로
알려진 별도의 기금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규모나 관리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없다.
1992년 8월 18일에 설립된 투르크메니스탄보험기구(State Insurance
Organization of Turkmenistan)가 보험사업 경험을 축적해 오다가, 투르크
메니스탄 대통령이 승인한 2011~15년 동안 보험 활동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
그램에 따라 다양하고 개선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보험업 발전에 힘쓰고 있
다. 전국에 41개 지점망이 있고, 현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해서 의무가
입 보험 6종, 임의가입 보험 42종을 출시하고 있으나 자세한 관련 통계는 발표
하지 않는다.259)

3) 외환시장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나 중앙은행이 IMF 회원국 의무사항들(Article VIII)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외환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공식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화
를 매매하여 자국통화인 마나트의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260) 2008년 6월에 채
택된 외환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은 은행에 외환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

259) https://insurance.gov.tm/index.php/services(검색일: 2021. 10. 15) 참고.
260) https://www.cbt.tm/tm/ulgam/intervencia.html(검색일: 2021.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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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업은행의 환거래 계좌 개설도 허용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부분의 산업 장비와 소비재를 수입한다. 정부의 수출
수입, 외환보유액 및 외채로 산업 장비와 기반 시설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한다.
지난 몇 년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달러는 초과수요 상태여서 이의 관리를 위해
직불카드(debit card) 일일 및 월간 인출 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도는 변
동되지만 하루에 15달러, 한 달에 150달러 정도이다. 그리고 정부는 인출이 쉽
지 않도록 거주증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추가하였다. 2015년 말 투르
크메니스탄에 달러 암시장이 등장하였다. 공식 환율은 TMT 3.5/USD이다.
2020년에 평균 암시장 환율은 TMT 22.2/USD였다. 2016년 1월에 투르크메
니스탄 중앙은행은 외환거래를 더욱 제한하고 은행이 국가의 환전소에서 달러
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인이 계좌이체(개인
월급여 및 직계가족 월급여의 상당액에 한함)로 외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통화
(공식 환율 TMT 3.5/USD)가 개인의 국제 직불카드(Visa 또는 MasterCard사
의 직불카드)에 입금되어야 한다. 개인은 현금을 받지 않는다. 과거에
Vnesheconombank가 통지 없이 일부 고객의 Visa 카드를 차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화 판매 및
구매)와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 외화거래 관련 벌금을 인상하는 행정법 개정
안을 도입하였다.
외화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송금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수익을 마나트로 버는 외국기업이다. 이 회사들은 수익을
전환하고 송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마나트로 수익이 들어오는 일부 외국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석유 및 섬유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
여 현지 통화를 경화로 변환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는 2016년 1월 외화 환전과 관련된 수많은 제한사항을 도입했으나, 현지 통화
변환은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미지급 또는 대
규모 지급 지연 양상은 일부 외국 기업에 불만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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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 조직인 EAG(Eurasian Group)의 정회원이 되었다. EAG는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준회원이다. EAG의 목표는 환거래 은행
(correspondent banking), 통화 및 가치 이전 서비스, 전신 송금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 등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유라시아 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이다.

라. 키르기스스탄261)
1) 은행업
키르기스스탄국립은행(NBKR)은 명목상 독립된 기관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NBKR은 은행 및 지급결제시스
템의 안전과 신뢰성 유지도 맡고 있으며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감독도 책임
진다.
2021년 6월 말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23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전국에 310개
의 지점이 있다. 5대 은행이 전체 은행 부문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구조이
다.262)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은 없다. Demir Bank, National
Bank of Pakistan, Halyk Bank 등 10개의 외국은행이 영업 중이다. Optima
Bank, Finca Bank, Bai-Tushum Bank, Amanbank, Kyrgyz-Swiss Bank,
Chang An Bank, Kompanion Bank는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그 밖에 KICB와
BTA Bank 같은 은행은 부분적으로 외국계 은행이다. 키르기즈투자신용은행(KICB)
주주에는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Economic Finance Corporation, the Aga Khan Fund for Economic
261) https://www.state.gov/reports/2021-investment-climate-statements/kyrgyz-republic
(검색일: 2021. 10. 15) 참고.
262) 은행 부문의 동향은 https://www.nbkr.kg/index1.jsp?item=1481&lang=ENG, 금융회사 수는
NBKG(2021), p.16, (https://www.nbkr.kg/index1.jsp?item=2305&lang=ENG, 모든 자료
의 검색일: 2021.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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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등이 있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 은행들의 총자산은 3,112억 솜(KGS)으로, 키르기스
스탄 금융 부문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행 부문의 침투 수준(은행총자
산/GDP)은 48.4%이다.263) 2020년 6월 현재 키르기스스탄 3대 은행은
Optima Bank(약 4억 3,000만 달러), Aiyl Bank(약 3억 5,300만 달러),
KICB(약 3억 2,800만 달러) 등이다. 은행 부문의 총대출 중 무역이 37.5%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이어 농업(29%)과 소비자 대출(12.5%)이 높은 수치를 보인
다. 은행 부실채권(NPL)은 197억 솜으로 전체 대출의 11.4%를 차지한다. 총
부채는 2,619억 솜이고 이 중 대부분이 예금(2,018억 솜)이다. 자기자본은
500억 솜이고, 납입자본을 보면 94억 솜 중 외국자본이 27.6%이다. 순자본 적
정성 비율은 22.4%, 레버리지 비율은 16.1%, 유동성 비율은 62.3%을 기록하
였고, 수익성을 보면 ROA 1.2%, ROE 7.6%이다.264)
키르기스스탄의 서민금융 부문은 은행 부문 시장의 10% 정도이다. 키르기
스스탄의 서민금융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약 140개의 마이크
로파이낸스회사, 92개의 신용협동조합, 220개의 전당포, 421개의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 5년 동안 3대 서민금융 회사(Bai-Tushum, FINCA 및
Kompanion)가 일반은행 인가를 받고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263) https://www.nbkr.kg/index1.jsp?item=80&lang=ENG(검색일: 2021. 10. 15). 금융부문총
자산/GDP 비율은 49.6%이다.
264) 은행 부문의 주요 지표 동향은 https://www.nbkr.kg/index1.jsp?item=1482&lang=ENG, 손익
지표는 https://www.nbkr.kg/index1.jsp?item=1485&lang=EN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5) 참고.

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 265

표 6-1. 키르기스스탄 은행 대출 및 예금 상세(2021년 6월 30일 현재)

은행 부문 고객 대출 규모(은행 및 기타 금융회사 대출 제외)는 1,735억 솜으로 전년 대비 6.7% 증
가하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업 대출은 138억 KGS(1.8% 감소)
- 농업 대출은 343억 KGS(12.5% 증가)
- 상업 대출은 464억 KGS(11.2% 증가)
- 건설 활동에 대한 대출은 136억 KGS(0.7% 감소)
- 모기지 대출은 177억 KGS(2.7% 증가)
- 소비자 대출은 190억 KGS(9.2% 증가)
- 기타 대출은 286억 KGS(2.5% 증가).
은행 부문 고객의 총예금 기반은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다음을 포함하여 2,018억 솜(2020
년 말 KGS 1,809억)이다.
- 법인의 예치금은 총 712억 KGS(17.5% 증가)
- 개인의 예금은 총 1,040억 KGS(7.5% 증가)
- 당국의 예치금은 총 106억 KGS(14.8% 증가)
- 비거주자의 예금은 총 134억 KGS(15.6% 증가)
- 기타 금융신용기관의 예금은 총 27억 KGS(4.0% 감소)
자료: https://www.nbkr.kg/index1.jsp?item=80&lang=ENG(검색일: 2021. 8. 15).

2) 금융투자업
2020년 말 현재 투자펀드 9개, 연금펀드 2개, 증권거래소 1개가 있다. 키르
기스스탄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개방적이지만, 국제금
융기관(IFI)의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자본시장이 미개발 상태라고 평가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B2 등급을 유지하다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2020년 11월 신용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
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채권은 외국인도 소유 가능하지만 정부채권 시장은 규모가 작
고 정부채권은 만기가 짧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시장 조건에 따라 배분되지만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키르기스스탄 개발기금이 지원하는 자금 탓에 시장 왜
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은행 대출은 민간부문 신용의 주요 원천이

266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다. 키르기스스탄에는 2개의 증권거래소(키르기스 증권거래소와 키르기즈공
화국 증권거래소)가 있지만 모든 거래는 키르기스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다. 2020년 거래금액은 118억 3,078만 솜(1억 4,000만 달러)이고 상장 증권
거래금액은 47억 2,405만 솜이어서 상당한 규모로 매수와 매도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충분하지는 않다.265)
외국 투자자는 사업이 키르기스스탄 영토에서 운영되고 담보가 현지 은행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현지 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달러의 대출
평균 이자율은 10~15% 정도이다.
키르기스스탄 국부펀드는 Kumtor 금광 수익금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금광 운영업체인 Centerra Gold의 모회사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르기스
스탄은 회사 주식 약 7,74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의 현재 가치는 8억
3,600만 달러이다.

3) 외환시장
1995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은 IMF 회원국 의무(제8조)를 수락하였다. 이 조
치로 외환은 널리 이용 가능해졌고 환율 경쟁력도 생겼다. 키르기스스탄 화폐
솜(Som)은 이 지역의 다른 통화에 비해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고 안정적이어
서, 솜의 태환성 관련 불만은 거의 없다. 솜은 유동화폐(a floating currency)
이지만 NBKR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충격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
다. 2020년 CIS 국가들의 상당한 환율변동성을 감안할 때 키르기스스탄 솜이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이고, 달러 환율은 연간 18.9% 상승하였다. 2020년
NBKR이 29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총 2억 6,59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
NBKR은 매주 은행 간 외환 경매를 실시하며 경쟁 입찰에서 시장 기반 거래가
격이 결정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한다.
송금액은 일반적으로 GDP의 25~30%를 차지한다. 2020년 순 송금액은
265) https://www.kse.kg/en/TradeArchive(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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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보다 1.25% 감소한 23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2020년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월간 송금 한도를 15만 루블로 늘렸다.

마. 타지키스탄
1) 은행업
2020년 말 현재 타지키스탄에는 이슬람 은행 1개, 소액 신용 예금 기관 18개,
소액 신용 기관 5개, 소액 신용 펀드 27개 등을 포함한 69개 신용 기관이 있다.
은행 지점은 356개가 있다.266) 은행 시스템은 2015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 중이
다.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큰 은행인 AgroInvestBank와 TojikSodirotbank는
사실상 파산을 기다리는 청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현재 타지키스탄의 은행 부문 자산은 23억 2,000만 달러로
2019년보다 2.2% 증가하였다. 은행 부문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지표는 타지
키스탄 중앙은행(NBT: National Bank of Tajikstan)의 최소 요구사항을 초
과한다. 정부는 상업 대출의 23.4%가 부실하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부실한 대출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추정한다.267)
NBT는 최근 몇 년 동안 포용금융 및 현금 없는 지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을 추진해 왔다. 외국은행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NBT 규정을 따라야 한
다.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청서, 여권 사본 및 타지키스탄 정부에
서 발행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제시하는 신용의 거래조건은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민간
266) ‘Review of Banking System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on December 31, 2020’(https://
nbt.tj/en/banking_system/overview_banking_system.php). 금융회사 종류별 목록은 https:
//nbt.tj/en/banking_system/spisok_audit.php(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5) 참고.
267) 은행업 개관은 https://nbt.tj/upload/iblock/7e3/Анг.pdf, 은행별 주요 재무지표는 https://
nbt.tj/en/banking_system/finance_bank_pokazatel.php, 소액신용 예금기관(Microcredit
deposit organizations)의 재무지표는 https://nbt.tj/en/banking_system/financical_indic
ators.php, 신용조회 회사는 https://nbt.tj/en/banking_system/credit-histories-bureau.php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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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다양한 신용 상품에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 시장에서 신용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현지 신용 조달을 기피한다.

2) 금융투자업
타지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정책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유치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증권시장 발달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통계에 따
르면 2020년 말 현재 타지키스탄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총 5억 250만 달러이
다. 이는 2017년에 발행된 5억 달러 유로본드가 포함된 금액이다. 타지키스탄
에는 국부펀드가 없다. ‘특별 경제 개혁 기금’이 존재하지만, 공식 통계에 따르
면 적립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보험업
2016년 법률 개정으로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보험업을 감독한다.268)
2021년 3월 말 현재 국영 보험회사 2개사, 민영보험회사 16개사, 상호회사 1개
사를 포함해 총 19개사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269)
2020년 3월 말 현재 보험업 자산이 4억 8,730만 소모니(TJS)이고, 부채는
2억 6,633만 소모니이며, 자기자본은 1억 2,058만 소모니이다.270) 2019년
말 보험계약 건수는 200만 3,574건으로 이를 상품별로 보면 의무가입 보험 비
율이 25.3%, 임의가입 보험 비율은 74.7%이다. 2019년 연간 수입보험료는 2억
3,427만 소모니이고 상품별 비율은 의무가입 보험이 31.5%, 임의가입 보험이
68.5%이다.271)
268) the Decree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of October 1, 2016, No. 408
“On issues of the State Service for Insurance Supervision”; Decree of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dd March 13, 2017, No. 851 “On transfer of insurance
supervision powers on insurance supervision to the National Bank of Tajikistan,”
https://nbt.tj/en/sugurta/city.php(검색일: 2021. 8. 15) 참고.
269) 보험회사 목록은 https://nbt.tj/en/sugurta/insurance_companies.php, 각사 소유구조는
https://nbt.tj/en/sugurta/shareholders.php(검색일: 2021. 10. 25) 참고.
270) https://nbt.tj/en/sugurta/market_of_the_city.php(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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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시장
타지키스탄 정부는 IMF 협정 조항 제8조에 따라 현재 국제 거래 관련 지불
및 송금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송금에 법적 제한이 없
고, 투자자는 어떤 투자 형태든 관련된 투자자금을 각국 통화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총액이 한정
되어 있어 거액의 외화를 거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5년 NBT는 외환 운영을 개편하고 타지키스탄 내 모든 사설 외환 사무소
를 폐쇄하였다. 그 이후로 상업은행 환전소에서만 고객 등록 후 환전이 가능하
다. 2019년에 국립 타지키스탄은행은 모든 해외 송금 수신을 중앙집중화하는
국가송금센터(NPCR: National Processing Center for Remittances)를 개
설하였다.272) 2016년부터 수신한 해외송금은 의무적으로 현지 통화인 소모니
로 지급된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안정적인 환율 유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송금액 탓
에 러시아 루블의 변동에 취약하다. 송금 관련 자금의 유입 또는 유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간제한이나 수량 제한은 없다. 타지키스탄은 모든 유입을 수익으
로 분류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대상 국가, 협력ㆍ지원 분야 및 방식,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협력 대상 국가를 고려할 때, 민간부문
은 특성상 현재나 미래 시장성을 보고 일부 국가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하
271) https://nbt.tj/en/sugurta/bozori-sugurtavi/2020/semohai-yakumi-soli-2020.php(검색
일: 2021. 10. 15).
272) https://www.cma.se/news/national-bank-of-tajikistan-launches-automated-transfer
-system(검색일: 2021.10. 15).

270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다. 공공부문은 개별 국가와 협력하고 그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
성을 떠나 저개발국가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이 중앙아시아투
자기구(IFCA)를 통해 지원한 사례를 보면, 2010~18년 활동기간에 총 2억
500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중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저개발국인 키르기스
스탄(48%)과 타지크스탄(12%)에 지원한 비율이 60%에 이른다.
협력ㆍ지원 분야 및 방식을 보면 신용공여와 기술 지원이 주를 이루고, 보증
이나 위험공유 방식 등은 드물다. 지원 규모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가능
성에 맞춰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가.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 진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
중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이 현지법인 형태로 진
출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은행 현지법인 1개사를 제외하면 현재 모두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금융인프라 방면을 보면 한국거래소(KRX)가 우즈베크 증권거래소(UZSE)
에 25%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표 6-2. 중앙아시아 금융회사 진출 현황
권역

회사명

해외점포명

진출형태

진출국

진출도시

은행

신한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은행

산업

KDB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은행

수출입

타슈켄트사무소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은행

신한

신한카자흐스탄은행

현지법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전

신한카드

LLP MFO Shinhan Finance

현지법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전

BNK캐피탈

현지법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전

BNK경남은행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타슈켄트사무소

자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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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공여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2017)에서는 그간 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공여
한 유ㆍ무상 개발원조와 협력 과정, 지원 내역 및 성과 등을 상세히 다룬다. 본
절에서는 금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대출은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개도
국차관 형태로 6,088억 원(전체 대출 실적 대비 2.97%)을 지원하여 금액이 가
장 많고, 키르기스스탄 458억 원(0.22%), 카자흐스탄 162억 원(0.08%)의 순
이다. 대출 잔액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개도국차관 8건, 잔액 2,112억 원이
남아 있고, 키르기스스탄에 개도국차관 잔액이 165억 남아 있다.

표 6-3. 중앙아시아 대출 실적
개도국차관

해외 투융자

국명

승인액계

건수

백만 원

백만 달러

비율

건수

백만 원

백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608,825

13

608,825

547

2.97

-

-

-

키르기스스탄

45,784

2

45,784

39

0.22

-

-

-

카자흐스탄

16,269

1

16,269

20

0.08

-

-

-

자료; EDCF 통계보고서(검색일: 2021. 8. 15)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별 실적을 정리.

표 6-4. 중앙아시아 대출 잔액(2021년 6월)

국명

대출잔액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개도국차관
건수

백만 원

비율

211,188

8

211,185

2.97

16,504

1

45,784

0.22

자료: EDCF 통계보고서(검색일: 2021. 8. 15)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별 실적을 정리.

272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다. 공적개발원조(ODA)
1) KOICA 사업
외교통상부는 KOICA를 통해 국가별 협력, 연수생초청, 민관협력 등의 형태
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긴급구호, 기술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 분야는 연수생 초청
등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를 이룬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우즈베키스
탄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제일 높고, 뒤이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순이
다.273)

그림 6-2. 중앙아시아 ODA 지원금액

자료: KOICA Open Date Portal, https://www.oda.go.kr/opo/area_nation/list.ao(검색일: 2021. 10. 15).

273) KOICA Open Data Portal, https://www.oda.go.kr/opo/area_nation/list.ao(검색일: 2021.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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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 정책자문, 기술지원 및 연수
한국이 경제발전 및 금융산업 육성 과정에서 경험하고 축적해 온 정책 노하
우를 개발도상국에 정책자문을 통해 공유하고 교육연수를 통해 전수하는데, 이
러한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당국 및 통화당국 간 MOU에 기반한 상호 교류
②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하여 매년 시행하는
KSP 정책자문사업
③ 한국은행 지식교류프로그램(BOK-KPP)
④ 금융감독원의 초청 연수
⑤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CIFF)의 상호 금융협력 세미나 등 다양한 정책자
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으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KSP의 목표는 협력국의 지속 가
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
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274) 2004년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협력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발
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출범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KSP 사업은
2009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 개발’ 정책 자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6건이 진행되었고, 그중 금융과 밀접한 사업은 10여 건이다.
카자흐스탄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참여하여 1~2건의 사업이 진행되었
고, 총 12건의 KSP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금융 관련 사업은 이 중 6건으로 중
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 육성, 부실채권 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주
택보증제도 등이고, 이들에 대한 정책자문이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과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10건의 사업이 완료되
었다. 그중 금융 관련 사업은 대표적으로 공공정책 역량 강화, 경제발전을 위한
274) https://www.ksp.go.kr/pageView/ksp-intro(검색일: 2021.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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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현안 분석, 혁신 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 3건이다.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에 처음 KSP 사업에 참여하여 4건이 완료되었고,
금융 관련 사업으로는 2019년에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
책자문이 있었다.
정부 외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도 지식
교류 프로그램이나 초청연수 형태로 금융 정책ㆍ제도 경험을 전수하고 금융 인
력 양성을 공유하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5. KSP 추진 현황
사업기간
2019/20

사업명

주제

카자흐스탄 주택보증 제도 및 운영 개선

금융기관 및

방안

제도

카자흐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16/17

정책연구: 주택보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카

주택도시
보증공사

금융기관 및
제도

국가경제부 산하

한국개발

건설위원회,

연구원

보건사회개발부
카자흐스탄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기구(FPL)의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

한국자산

조직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부실채권

제도

카자흐스탄

관리공사

자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흐

카자흐스탄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은행

스

2014/15 자산건전성 향상 및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탄

주택보증기금

수행기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은행권 부실채권의 신속한
2015/16

현지협력기관

정책자문

부실채권정리기구
금융기관 및

카자흐스탄

한국자산

제도

중앙은행

관리공사
한국개발전

2012/13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금융기관 및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준비

제도

경제예산기획부

략연구소,
신용보증
기금
한국개발전

2011/12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제도

경제개발통상부

략연구소,
신용보증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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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계속
사업기간

사업명

주제

현지협력기관

수행기관

공공행정연구원,
2016/17

우즈베키스탄 공공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타 거시 및
정책자문

금융정책

연구원

거시경제전망연

즈

구소,

베
스

한국개발

구소

우

키

재무부,
거시경제전망연

2014/15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금융기관 및

정책현안분석

제도

탄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발전조
정위원회

한국개발
연구원

자동차책임보험
기금
2010/11

우즈베키스탄의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기타 거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금융정책

키르기스스탄 예금보험 제도 및 운영 개선

금융기관 및

방안

제도

재무부

한국개발
연구원

키
르
기
스

2019/20

예금보호원

한국예금
보험공사

스
탄
자료: https://www.ksp.go.kr/english/pageView/info-eng?listCount=30&page=0&srchText=&nationCd=KZ&n
ationCd=KG&nationCd=TJ&nationCd=TM&nationCd=UZ(검색일: 2021. 10. 15).

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이재영 외(2011)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현황과 역할을 모색
한 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
다. ① 자본시장에서의 상호협력 ② 금융 관련 어젠다를 정책화하기 위한 정례
적인 재무장관 회의 개최 ③ 중앙아시아 고려인 기업 대상 맞춤형 중소기업금
융 지원 ④ 국제금융기관 등을 통한 공공금융 지원 ⑤ 자원 개발과 플랜트 사업
에 경쟁력 있는 자금 지원 ⑥ 중앙아시아개발은행 추진 등이다. 이러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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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장
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융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이 협력 방안은 여전히 유효
하다.
정민현, 김초롱(2019)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황과 대통령
의 연두교서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이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 이전과 공여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특구 및 중소기업 육성
에 필요한 신용보증 관련 자문이 상시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 교류 등을 통
한 인적 자본 확충 및 기업가 정신 함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규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
면 거래 가속화와 디지털 금융 확산, 자원과 기술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 거
래의 확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해외투자자 유치 노력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기존 어젠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가. CIS 금융시장 통합 노력 지원
2006년 유라시아개발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이 설립
된 이후, 2015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를 세우는 등 CIS 국가들의 통합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하
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
현하고, 전력ㆍ가스ㆍ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유라시아 통합 노력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 분야에서 기여 내지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은 중앙아시아 금융인프라의 통합, 자국통화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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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자간 지급결제 시스템 구현, 자본시장 개발 및 투자 활성화, 금융위기 극
복 지원 활동 등이다.
특히 소액지급결제제도, 개인 및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 무
역금융, 핀테크 같은 부분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자금
조달은 유럽연합의 중앙아시아투자기구(EU IFCA)나 한-러 협력펀드처럼 정부
주도로 하거나, 맥쿼리인프라펀드처럼 민간주도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Macquarie는 우리나라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아 한국 인프라 개발에
투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IS 국가에서도 ‘Macquarie Renaissance
Infrastructure Fund’를 설립하고 EDB,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BRD와 같은 다양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CIS 국
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나.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
국가 위험(country risk)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신용등급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낮은 신용등급은 투자자
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약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의 완화가 중요하다.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수익성ㆍ성장성 등 내재된 사업
위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따른 국가 위험, 실제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 실시협약ㆍ지급보증ㆍ해지 시 환급금, 세금, 투자금 환수 등과
관련한 위험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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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중앙아시아 5개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

국가명

S&P

Moody’s

Fitch
BBB, stable, 2016.

카자흐스탄

BBB-, stable, 2017. 9. 8

Baa2, stable, 2021. 8. 11

키르기스스탄

NR, n/a, 2016. 9. 23

B2, negative, 2020. 11. 26

-

타지키스탄

B-, stable, 2017. 8. 28

B3, stable, 2021. 6. 10

-

투르크메니스탄

-

-

우즈베키스탄

BB-, stable, 2021. 6. 4

B1, positive, 2021. 7. 2

4. 29

BB-, stable, 2018.
12. 21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검색일: 2021. 8. 15).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노력으로 위험들이 개선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다자개발은행의 보증을 받아 일정
부분 선결할 수 있다. 현재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개발은행들이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만 실제 취급 실적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2010년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
과 역내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ADB, ASEAN,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전문보증기관(CGIF),275) ADB의 ‘부분위험보증’이나 ‘부분신용보증’ 등
이 인프라 투자 및 다양한 신용 제공 활동 관련 위험을 완화해 준다.276) 같은 방식으
로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시 관련 위험을 보증하는 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을 EDB 등에 설치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에 협력할 수 있다.

275) https://www.adb.org/what-we-do/funds/credit-guarantee-and-investment-facility;
https://www.cgif-abmi.org/#about-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참고.
276) Pereira dos Santos, Pablo(2018), “Introductory Guide to Infrastructure Guarantee
Products from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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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주요 다자개발은행이 보증하는 리스크 종류

자료: Humphrey and Prizzon(2014), p. 14.

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강화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회원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가입 상
태이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개발은행(EDB)277)의 비회
원국이다. 국제금융기구의 다양한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활용한 한-중
277) https://eabr.org/en/(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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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DB는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중장기 프로젝트에 자금조달, 회
원국의 중소기업금융ㆍ무역금융ㆍ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용 융자제도 운영,
‘안정 및 개발을 위한 유라시아 펀드(Eurasian Fund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관리, 자금조달ㆍ지역통합ㆍ혁신경제ㆍ지역 및 글로벌 연계
등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ADB의 경우 1994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였고 1995년 우
즈베키스탄, 1998년 타지키스탄, 그리고 2000년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입하였
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금융협력 사업은 ADB의 신탁기금ㆍ특별기금 등 금
융관련 조달 및 운용 메커니즘278)을 통해 자금 지원, 위험 공유 및 지식 공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신탁기금(Trust Fund)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했거나 특정 중점영역
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중점영역은 재난 위험 관리, 청정에너지, 민간부문 개발, 성인지, 지배구조, IT,
빈곤 감소 및 역내 교역 등을 들 수 있다. 신탁기금의 이점은 하나의 단일 계약
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어 건별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신
탁기금에는 한 명 이상의 기부자가 포함될 수 있다. ADB가 수탁자 또는 관리
자로서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특별기금(Special Fund)은 ADB 헌장 제19조(ADB Charter Article 19)
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은 ADB의 자체 자원
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278) 자금조달기구(https://www.adb.org/what-we-do/funds?fbclid=IwAR3cmU0NFChQoyBS
ZvQzC24kb3x7GcvEQ_l1H_4UAU7XwEc1hGo8bJbR_ec) 및 지원형태(보증, 대출, 채권 및 기
술지원, https://www.adb.org/what-we-do/sectors/finance/mai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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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ADB Special Fund 현황(2021년 8월)
Name

Fund Contributors

Year Established

Australia, People’s Republic
ADB Institute Special Fund

of China, Indonesia, Japan,

1996

Republic of Korea
Asia Pacific Disaster

ADB, Japan

2009

Asian Development Fund

ADB Member Countries

1973

Climate Change Fund

ADB

2008

ADB, Luxembourg

2013

Japan

1988

ADB, Japan

2007

ADB Member Countries

1967

Response Fund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artnership Special Fund
Japan Special Fund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und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자료: ADB Funds and Resources,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참고.

자금지원제휴기구(Financing Partnership Facilities)는 신탁 기금, 특별
기금, 기본 계획(framework arrangements), 위험공유 메커니즘, 정해진 활
동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 지원 주체들이 서로 동의하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운영체계이다. 또한 명확한 목적을 위해
조율된 방식으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하는 기구이다.

표 6-9. ADB 자금지원 제휴기구 현황
자금지원제휴기구
ADB Ventures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내용
- ADB Ventures Investment Fund 1 (Multi-Partner Trust Fund)
- Asian Clean Energy Fund (Single-Partner Trust Fund)

Clean Energy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 Canadian Climate Fund for the Private Sector in Asia
(Single-Partner Trust Fund)
- Carbon Capture and Storage Fund (Multi-Partner Trust Fund)
- Clean Energy Fund (Multi-Partner Trus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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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계속
자금지원제휴기구

내용

Health Financing Partnership - Regional Malaria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Facility

Trust Fund (Multi-Partner Trust Fund)
- Investment Climate Facilitation Fund (Single-Partner Trust

Regional Cooperation and

Fund)

Integration Financing

-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und (Special Fund)

Partnership Facility

- United Kingdom Fund for Asia Regional Trade and Connectivity
(ARTCF) (Single-Partner Trust Fund)
- Urban Climate Change Resilience Trust Fund (Multi-Partner
Trust Fund)
- Urba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Fund (Multi-partner Trust

Urban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Fund)
- Cities Development Initiative for Asia (Multi-Partner Trust
Fund)
- ASEAN Australia Smart Cities Trust Fund (Single-Partner Trust
Fund)
- Sanitation Financing Partnership Trust Fund under the 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Single-Partner Trust Fund)

Water Financing Partnership - Multidonor Trust Fund under the 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Facility
- Netherlands Trust Fund under the 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Single-Partner Trust Fund)

자료: ADB Funds and Resources,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참고.

신탁기금이나 특별기금에 기여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외에 금융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설치
법｣(시행 2021. 4. 20) 제46조279)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 중 감독분담
금(법 §47①)과 발행분담금(자본시장법 §442)280)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
런데 발행분담금 수입은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수입 결손을
피하려면 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통상 실제 수
279) https://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20210420,18113,20210420)
/제46조.
280)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210630,17805,2020122
9)/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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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결산 시 수지차익(수입결산-지출결산)이 발생하는 경
우가 늘어난다. 이 수지차익 반환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2021년 5월)에는 결산 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 부
분을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개편하였다.281) 금융선진국들
의 경우를 보면, ADB 신탁기금 중 룩셈부르크의 사례처럼 개발도상국의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신탁기금을 설정하고, 본국의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마련
해 신탁기금에 기부한다. 금융감독원도 감독분담금이나 발행분담금의 환급금
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 중 일정 부분을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에 기부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관련 조정 항목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
한 재원은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지만 신탁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추후 국내
금융회사들이 관련 국가에 진출할 때 이 부분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공
공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경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
원이 확보될 것이다.

라. 양자 간 금융규제감독자회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출범 후
2020년 11월 제13차 회의를 개최한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협력포럼’은 교
통ㆍ물류, 에너지, 경제특구나 기술협력과 같은 산업 현대화와 다변화, 기후변
화와 환경,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등 6개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였
다.282) 2020년 6월에 설립된 ‘한-중앙아 경제협의체’에는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과 한국무역협회, 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ㆍ우즈
베키스탄의 상공회의소, 카자흐스탄 국제상공회의소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가
281) 금융위원회(2021. 5. 20),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5).
282)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6대 중점 사업분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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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 협의체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기업인들의 네트워킹 지원과 비
즈니스 상담회 같은 경제교류의 협력 증진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 기구들의 성
격상 금융협력 관련 이슈가 주요 어젠다로 직접 다루어지기 어렵다. 양자 간 재
무장관 회의체에도 유사한 한계점이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금융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금융
관련 정책과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C5+1 형태의 다자간 금융협의체를 구성
하려는 유인이 떨어진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은행, 캐
피털회사, KRX 등이 현지법인, 사무소, 지분 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고, 양국이 금융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의지도 있어 양자 간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들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보면 금융 분야 재정비를 위한 추진
과제로 여신 포트폴리오 재정비, 중앙은행 규정 및 관리 강화, 개인 파산법 제
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영은행 비중 축소, 금융상품 확
대를 통한 은행서비스 현대화, 외환자유화 개혁 지속 등이 금융권 개혁과 관련
한 주요 과제이다.283) Foziljon Irgashev는 금융상품의 종류, 판매 조건, 자산
운용과 위험관리 분야에서의 규제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 행태, 징벌 중심의
제재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부문 주요 이슈로
제시하였다.284)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 간 또는 금융정책 당국 간 양자 회의를
매년 온라인 형태로라도 우선 개최하여 당면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83) 정민현, 김초롱(2019), pp. 12~15.
284) PwC 우즈베키스탄 선임 컨설턴트 Foziljon Irgashev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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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
가. 중앙아시아 보건의료체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국민
에게 의료서비스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했던 소련의 세마시코(Semashko) 보
건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소련식 보건의료체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단일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노동자들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
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285)
소련 정부는 질병의 발생 빈도와 치료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자원이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1ㆍ2ㆍ3차로 분류한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하였다.286) 소련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면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는 하위의료기관에서 진
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상급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진료가 가능하다.
소련의 1차 의료기관은 지역(rayon)에서 관리하는 폴리클리닉(외래진료
소), 가족의학센터, 농촌진료소 등이 있었으며, 폴리클리닉은 소아과, 산부인
과, 내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1차 및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의료기관은 주(oblast)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종합병원과 전문외래병원 시설로
전문화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다. 3차 의료기관은 국가(national) 수준의 의
료기관으로 국립병원, 의과학센터 등 한층 전문적이고 복잡한 진료를 제공한
다.287)
세마시코 보건의료체계는 단계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미분화한 탓에 비효율
과 중복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체계
285) 신영전, 김진혁(2014), p. 490.
28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단장 배좌섭 간담회 자료(2021. 10. 6).
287) WHO(199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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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성과 보편적 의료 보장성 때문에 소련 해체 후 현재까지도 투르크메니
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1ㆍ2ㆍ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유지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차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보험을
적용받아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2ㆍ3차 의료기관은 무상 지원 대상 이외
에는 자비부담 또는 개인(민간)보험으로 이용한다.288)

표 7-1. 중앙아시아 국가별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의료보험제도

구분

1차
Primary
Car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 병원

- 환자 최초 방문:

키르기스스탄

(외래진료),

농촌진료소 및

위생소, 보건소,

폴리클리닉(Polycli

지역보건소 및

외래진료소(가족

nic), 패밀리

산부인과, 병원,

건강센터),

클리닉(Family

클리닉,

농촌병원(외래진료),

Clinic)

가정의학센터

시립병원(외래진료), * 주치의(지역보건의)
진료상담보건기관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보건소,
농촌/시립
보건센터,

폴리클리닉

농촌병원
(25~75병상)

제도
100~1,000병상
도시에만 있음:
지방(도) 보건당국

2차
Secondary

지역병원

Care

중앙Rayon/

관할 333개 주 병원,

지방병원(종합),

시립병원,

시 병원 등

주립병원(외래,

Oblast병원,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 전문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국립병원(교육,
연구포함)
응급의료 제공

지방병원,
도시병원,
전문병원 등

43개 전문의료기관
(타슈켄트 위치)
3차
Tertiary
Care

중앙 정부(보건부)
특수 또는
중앙병원

관리 감독하에
국립전문과학진료
센터 등 종합병원 및

특수병원 또는

모든 국영

공화국병원,

의료서비스에

연구기관

환자부담금 적용

특정질환 전문 치료
병원

288) WHO(199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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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 1차 무상
- 공공의료보험
(기본의료보장제
의료보험
제도

도 적용)
- 민간의료
보험은
선택사항(5%
인구 가입)

- 2차, 3차
유상(행위별 수가

공공의료보험

Fee For Service)

적용

적용 본인부담.

- 기본 의료보험

단, 기초보장

(전 국민)

대상자는

- 의무의료

운영위원회에서

보험(제한적)

모든 국영

2차

의료서비스에

Secondary

환자부담금 적용

Care

검토 후
바우처(무상) 제공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단장 배좌섭 간담회 자료(2021. 10. 6).

나. 중앙아시아 국가별 보건의료 현황
1) 주요 보건지표
중앙아시아 국가별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국가별 건강 지표, 주요 사망원인, 의료인프라현황 등 주요보건지
표와 경상의료비를 살펴보겠다. 먼저 중앙아시아 국가별 주요 보건지표를 알아
보겠다.
2021년 7월 현재 중앙아시아 전체 인구수는 약 7,000만 명이었으며, 우즈
베키스탄의 인구는 중앙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약 3,000만 명
이었다. 카자흐스탄은 약 1,9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했으며, 타지키스탄과 키
르기스스탄 인구는 각각 약 900만 명과 약 600만 명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작 적은 나라는 인구수 약 560만 명인 투르크메니스탄이었다.
중앙아시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세
계 평균 기대수명(72.6세)과 비슷한 71.9세로 나타났다.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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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75.03세였으며, 카자흐스탄(72.25세), 키르기
스스탄(72.07세), 투르크메니스탄(71.54세), 타지키스탄(69.06세)의 순으로
높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타지키스탄과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의 기대수명 차이는 약 6년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 7-2.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보건지표
(단위: 명, 년, 달러)

지표명
인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245,793 30,842,796

8,990,874

6,018,789

5,579,889

산출
연도
2021

평균

전체

72.25

75.03

69.06

72.07

71.54

기대

남성

67.12

71.98

65.91

67.97

68.53

수명

여성

77.06

78.25

72.38

76.45

74.73

25,544

6,755

3,235

5,133

14,845

2018

19.59

19.42

33.05

26.26

38.5

2021

10

29

17

60

7

2017

7.2

4.6

4.7

5.2

7.0

2019

21.7

24.3

30.0

26.9

23.1

2019

전체

31.6

30.1

25.3

27.3

29.2

남성

30.3

29.4

24.6

26.1

28.7

여성

32.8

30.7

26

28.5

29.7

2021

1인당
GDP(per
capita)
영아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모성사망률
(출생아
10,000명당)
사망률
(인구
1,000명당)
출생률
(인구
1,000명당)
중간
연령

2020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WTO(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21년 전 세계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7.33명이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영아사망률만 세계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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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19.42명과 19.5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출생아 1,000명
당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38.5명이었으며, 타지
키스탄(33.05명)과 키르기스스탄(26.26명)의 순으로 영아사망률이 높았다.
반면 중앙아시아의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률은 세계 평균인 211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의 출생아 10만 명
당 모성사망률은 투르크메니스탄(7명), 카자흐스탄(10명), 타지키스탄(17명),
우즈베키스탄(29명), 키르기스스탄(60명)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세계 평균 사망률(7.5명)보
다 모두 낮았으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7.2명), 투르크메니스탄(7명), 키르
기스스탄(5.2명), 타지키스탄(4.7명), 우즈베키스탄(4.6명)의 순으로 높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출생률 또한 인구 1,000명당 17.89명인 세계 평균 출생
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국가별 출생률은 타지키스탄(30.0명), 키르기스
스탄(26.9명), 우즈베키스탄(24.3명), 투르크메니스탄(23.1명), 카자흐스탄
(21.7명)의 순으로 높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간연령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 31세인 세계 평균
보다 모두 낮았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간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타지키스탄으
로 25.3세였으며, 이어서 키르기스스탄(27.3세), 투르크메니스탄(29.2세), 우
즈베키스탄(30.1세), 카자흐스탄(31.6세)의 순으로 중간연령이 낮았다.
다음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세계질병부담연구(GBD: Global Burden of
Disease)에 따르면 2019년 중앙아시아 국민의 사망 원인 중 85%가 심장병,
뇌졸중, 간경변증과 같은 비전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
인 것으로 나타났다.289) 이는 비전염성질환이 세계 전체 사망 원인에서 74%를
차지한다는 결과보다 약 10% 이상 높은 수치이다.290)
289) WHO GHO data(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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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사망 원인은 허혈
성 심장병과 뇌졸중이었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질환, 심근증, 하기
도 감염, 간경변증, 당뇨 등 비전염성질환이 각국의 주된 사망 원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질환은 과도한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 생활습관이 원인이라는
특징이 있다.291) 일반적으로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대
사성 질환 등과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목할 점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세계 최대 나트륨 섭취 지역이어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심혈관질환 사
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292)
또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증후군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293)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제2형 당뇨 환자가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2~5배 높고,294)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각각 7배와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95)
즉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비전염성질환과 대사
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290)
291)
292)
293)
294)
295)

Ibid.
질병관리청(2020), pp. 51~63.
Harvard Public Health(2013. 12. 23), “Wher’s the Sal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
엄은진 외(2010), p. 94.
박소영(2017),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홈페이지, ｢고혈압 질환정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5) 참고.

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 293

표 7-3. 중앙아시아 국가의 10대 주요 사망원인(2019년)
지표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1. 허혈성 심장병 1. 허혈성 심장병 1. 허혈성 심장병
2. 뇌졸중

2. 뇌졸중

2. 뇌졸중

3. 만성폐쇄성

3. 간경변증

3. 간경변증

4. 하기도 감염

4. 만성폐쇄성

폐질환
10대

4. 간경변증

주요 사망 5. 심근증
원인

5. 당뇨

폐질환

6. 신생아 장애

5. 신생아 질환

6. 자해

7. 교통사고

6. 교통사고

7. 하기도 감염

8. 만성 신장질환 7. 하기도 감염

8. 폐암

9. 자해

8. 위암

9. 교통사고

10. 고혈압성

9. 알츠하이머

10. 당뇨

심장병

10. 자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 허혈성 심장병
2. 뇌졸중

1. 허혈성 심장병

3. 하기도 감염

2. 뇌졸중

4. 신생아 질환

3. 간경변증

5. 간경변증

4. 하기도 감염

6. 선천성 질환

5. 신생아 질환

7. 당뇨

6. 당뇨

8. 고혈압성

7. 심근증

심장병

8. 만성 신장질환

9. 위암

9. 알츠하이머

10. 만성폐쇄성

10. 선천성 질환

폐질환

자료: healthdata.org(검색일: 2021. 7. 25).

세 번째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병상 및 의사 수 등 의료 인프라를 살펴
보겠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당시
소련의 국영의료보장제도 세마시코 모델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병상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296)
2014년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57명으
로 세계 평균(인구 1,000명당 2.8명)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으며, 인구 1,000명
당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병상수는 3.84명으로 세계 평균인 1.56명보다
높았다. WHO 회원국의 55% 이상이 인구 1만 명당 40명 이하의 간호사 및 조
산사 수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아시아의 인구 1만 명당 평균 간호사 및
조산사 수는 67명이었다.297)

296) Michael Borowitz, Rifat Atun(2007), p. 420.
297) WHO에 따르면 WHO 회원국의 55%는 인구 1만 명당 40명 이하의 간호사 및 조무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약 23%는 인구 1만 명당 10명 이하의 간호사 및 조무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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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중앙아시아 5개국의 의료인력 및 병상수
(단위: 명, 개)

지표명
의사 수(인구
1,000명당)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산출
연도

3.98

2.37

2.21

2.1

2.23

2014

72

112.8

59.45

47.53

44.27

2014

6.1

4

4.4

4.7

4

2014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10,000명당)
병상수(인구
1,000명당)

자료: WHO GHO data(검색일: 2021. 8.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평균보다 의료 인프라 수
준이 높다. 그러나 넓은 영토 대비 인구가 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인구
밀도는 농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앙아시아 국
가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한 우즈베키스탄(79명/㎢)과 가장 영토가 작은 타지키
스탄(68명/㎢) 양국의 인구밀도만 세계 평균 수준(60명/㎢)에 이르고, 키르기
스스탄(34명/㎢), 투르크메니스탄(13명/㎢), 카자흐스탄(7명/㎢)은 세계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밀도를 보인다.298)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낙후된 교통인프라 상황과 농촌지역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은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98) Population.un.org(2020), “World Polulation Prospects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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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세계 인구밀도

자료: World in Maps, ‘World Population Density’ 활용(검색일: 2021. 7. 5).

2) 경상의료비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한 나라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299) 경
상의료비의 규모와 증가율은 보건의료 체계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관련 발전지표로 사용된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1인 평균 경상의료비는 2018년 현재 605.6달러(구매력
평가 기준, 이하 PPP)로 세계 평균 1인 경상의료비인 1,322달러(PPP)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의 증가율은 7%로 세계 평균
성장률 4%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300) 즉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보건의료 부문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9) 국가지표체계(검색일: 2021. 11. 25).
300) World Bank, Indicators data(검색일: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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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중앙아시아 5개국의 1인당 평균 경상의료비(2000~18년)
(단위: 달러)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000

329

159

73

41

292

2001

318

171

75

47

365

2002

368

175

81

51

317

2003

419

185

112

60

400

2004

499

188

130

68

531

2005

547

202

160

80

553

2006

539

216

188

83

550

2007

475

232

173

99

390

2008

558

255

177

114

502

2009

646

286

191

116

431

2010

541

268

191

120

487

2011

556

286

207

132

549

2012

682

327

248

144

596

2013

635

366

264

169

707

2014

741

324

247

184

833

2015

763

370

247

197

1008

2016

865

389

229

211

1119

2017

807

416

231

232

1250

2018

784

459

260

250

1275

자료: WHO GHO data(검색일: 2021. 8. 1).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경상의료비 지출을 살펴보면, 독립 이후부터 2012년
까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1인 평균 경상의료비
지출국이었으며, 두 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액은 근소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
다. 그러나 2013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민간재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1인 평균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2018년 PPP 기준 중앙아시아 국가별 1인 평균 경상의료비는 투르크
메니스탄(1,275달러), 카자흐스탄(784달러), 우즈베키스탄(459달러), 키르기
스스탄(260달러), 타지키스탄(250달러)의 순으로 높았다.
세계 질병보건금융부담 협력네트워크(Global Burden of Diseas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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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Collaborator Network)의 조사에 따르면 PPP 기준 2030년 중
앙아시아의 1인 평균 경상의료비는 투르크메니스탄 1,858달러, 카자흐스탄
1,118달러, 우즈베키스탄 676달러, 키르기스스탄 307달러, 타지키스탄 284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01)

표 7-6. 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2018년)
(단위: %, 달러)

지표구분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
경상의료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카자흐

우즈베키

키르기스

타지키

투르크

대한

스탄

스탄

스탄

스탄

메니스탄

민국

2.9

5.2

6.5

7.2

6.6

7.5

12.4

276

86

60

82

460

2,542

3,994

783.7

459.4

259.9

249.7

1,275.1

3,213.6

5,265.6

60.8

38.1

42.8

27

18.1

58.4

61.5

OECD

전체 보건의료비 중
정부부문 지출
GGHE-D as
percent of CHE
자료: The World Bank, OECD-library 종합(검색일: 2021. 8.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타지키스탄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투르크메니스탄(6.6%), 키르기스스탄(6.5%), 우즈베키스탄
(5.2%), 카자흐스탄(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의 수치는 세계 평균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6%)보다 낮았으며, 특
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2.9%로 그 수치가 매우 낮았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정부 부문의 지출이 가장 큰 중앙아시아 국가는 카자흐
스탄(60.8%)으로 그 비율은 OECD 평균(61.5%)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며, 이
어 키르기스스탄(42.8%), 우즈베키스탄(38.1%), 타지키스탄(27%), 투르크메
니스탄(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301) Global Burden of Disease Health Financing Collaborator Network(2020), pp. 701-70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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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1,275.1달러)이었으며, 뒤이어 1인당 보건의료비 지
출이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783.7달러), 우즈베키스탄(459.4달러), 키르기
스스탄(259.9달러), 타지키스탄(249.7달러)의 순이었다.

다.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백신 현황
2020년 3월 13일 중앙아시아의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하였다. 이어 우즈베키스탄(3월 15일), 키르기스스탄(3월 18일), 타지키
스탄(4월 30일)의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본
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8월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이었으며, 이어 키르기스스탄, 우
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순으로 확진자 수가 많았다.302)
중앙아시아 국가별 코로나19 치명률(사망자 수/확진자 수×100)을 살펴보
면, 카자흐스탄이 1.48%로 치명률이 가장 높았으며, 키르기스스탄(1.42%), 타
지키스탄(0.78%), 우즈베키스탄(0.68%)의 순으로 치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발생률 역시 카자흐스탄이 3.79%로 중앙아시아에서 가
장 높았으며, 키르기스스탄(2.83%), 우즈베키스탄(0.45%), 타지키스탄(0.18%)
의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303)

302)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코로
나19 발병 방지를 이유로 공공장소와 일부 산업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터키 외교관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
탄 주재 영국 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밝
힌 바 있다.
303)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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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중앙아시아 5개국의 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검색일: 2021. 8. 12).

표 7-7. 중앙아시아 5개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2021년 8월 12일 현재)
(단위: 명, %)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1)

인구수 대비
발생률2)

카자흐스탄

729,016

10,791

1.48

3.79

우즈베키스탄

139,285

948

0.68

0.45

키르기스스탄

170,353

2,420

1.42

2.83

타지키스탄

15,862

123

0.78

0.18

투르크메니스탄

-

-

-

-

주: 1) 치명률 = 사망자 수 / 확진자 수 × 100
주: 2) 인구수 대비 발생률 = 확진자 수/ 전체 인구수 × 100
자료: who.int(검색일: 2021. 8. 12).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백신 개발과 공급이 시작되면서, 백
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카자흐스탄
은 2021년 1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8월
현재까지 백신 접종 총수가 가장 많다. 2021년 7월 2일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300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근로자의 백신 의무 접종을 명시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백신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304)
카자흐스탄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러시아 가말레야(Gamaleya) 연구소의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라이트, 중국 시노백(Sinovac)의 CoronaVac, 중
국-UAE 합작 생산 백신인 Hayat-Vax,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
게 자체 개발한 백신인 QazVac이다.305) 카자흐스탄은 현재 카자흐스탄 생물학
적 안전문제 과학 연구소의 QazCoVac-P 백신을 제2상 임상시험 중이다.306)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4월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백신 접종 총수와 접종률이 높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중국 ‘안후이 지페이 롱콤(Anhui Zhifei Longcom)의 RBD-Dimer,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AZD1222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307)

표 7-8. 중앙아시아 5개국의 백신 현황(2021년 8월 12일 현재)
(단위: 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 AZD1222

1. EpiVacCorona

2. CoronaVac

2. Sputnik-V

1. Sputnik-V
2. Sputnik백신

Light

종류

3. QazVac
4. CoronaVac

1. CoviShield
2. ZF-UZ-VAC
2001
3. Sputnik-V

1. Sputnik-V
2. Sputnik-Light
3. BBIBP-CorV

5. Hayat-Vax

304) “Kazakhstan to Begin Mandatory Vaccination of Work Staff on July 2”(2021. 7.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8).
305) “A new vaccine on the scene: Kazakhstan begins rollout of homegrown QazVac”(2021.
4.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1).
306)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би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21. 6. 22), “СУБЪЕДИНИЧНАЯ ВАКЦИНА QazCoVac-P ПРОТИВ COVID-19 В СП
ИСКЕ КАНДИДАТНЫХ ВАКЦИН ВОЗ НА ПРОВЕДЕНИЕ 1/2 ФАЗЫ КЛИНИЧЕСКИ
Х ИССЛЕДОВАНИЙ”(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1).
307) Covid19 Vaccine Tracker, https://covid19.trackvaccines.org(검색일: 2021. 8.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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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계속
(단위: 회, %)

총 접종
수1)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0,253,180

8,300,000

776,958

1,094,058

-

31.1

20.7

8.6

11.1

-

1회
이상
접종률2)
주: 1) 총 접종 수는 접종 완료 수가 아닌 백신이 접종된 총수를 나타낸다.
주: 2) 전체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한 국민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 ourworldindata.org; Covid19 Vaccine Tracker, https://covid19.trackvaccines.
or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2. 8. 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라이트, 시노팜의
BBIBP-CorV를 접종하고 있다.308) 타지키스탄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222와 중국 시노백의 CoronaVac을 접종하고 있으며,309) 투르크메니
스탄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와 시베리아 벡터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백신인
EpiVacCorona를 접종하고 있다.310) 타지키스탄은 2021년 7월 3일 세계 최
초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제치
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투여한 나라가 되었다.311) 투르크메니스
탄 역시 2021년 7월 7일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였으나
백신 투여 수량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다.312)

308) Covid19 Vaccine Tracker, https://covid19.trackvaccines.org(검색일: 2021. 8. 11) 참고.
309) “COVID-19 Vaccination in Tajikistan: Rumours and Reality”(2021. 5. 28),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11).
310) 시베리아 벡터연구소의 EpiVacCorona 백신은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만 사용이 승인되었다.
311) “WORLDTajikistan Becomes First Country to Make COVID-19 Vaccines Mandatory”(20
21. 7.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312) “Turkmenistan makes COVID-19 vaccination mandatory”(2021. 7.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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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중앙아시아 5개국의 백신 접종률 추이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COVID-19 Data(검색일: 2021. 8. 1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앙아시아의 일상생활은 비대면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0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의 수업
을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였다.313)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확대되었으며, 우즈
베키스탄 의회(올리 마즐리스)가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비
대면이 일상화되었다.314)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격으로 농촌과 도시 간 보
건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20년 259개 보건의료기관이 연계된 전국 원격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자
문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315) 또한 원격의료 시범 프로그램이
313) “Kazakhstan: Classes Continue in Remote for Mat”(2020. 9.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7).
314) ipu(2020. 3. 25), “Kazakhstan: Classes Continue in Remote Form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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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20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알마티, 누르술탄, 심켄트 지역에서 무상으로 원격 진료
상담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1
년 2월 23일 타슈켄트, 카르시, 지작 및 칠란자르 지역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사
용한 심혈관질환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원격진료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316)

라. 중앙아시아 국가별 보건의료 발전전략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던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는 소련의 해체로 각국 정부
가 시장경제 체제를 급격하게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빠르게 쇠퇴하
기 시작하였다. 경제 위기로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투자가 줄어
들면서 의료기관들의 시설과 장비는 낙후되었고, 의과대학의 교육 질은 낮아졌
으며, 의료진에 대한 급여가 줄고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낙후된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켰다.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경제가 회복되자,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관광이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
르면 연간 약 5만 명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며, 이
들이 해외에서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2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317) 이처럼 해외 의료관광으로 인한 외화 유출과 국내 공공 및 민간 의
료기관의 손실이 증가하자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
315) primeminister.kz(2021. 3. 1), “Review of Kazakhstan’s healthcare system: Results of
2020 and plans for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2).
316) “Нацпалата: телемедицина в действии”(2021. 2.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317)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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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의료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일차보건의료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카자흐스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부문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첫째,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영토를 보유
한 카자흐스탄은 낮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교통인프라 탓에 도시와 시골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다. WHO의 IPCHS(Integrated People-Centered Health
Services)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한 코스타나이(Kostanay)
지역의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의 수는 266명으로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인 388명보다 100명 이상 부족하였다.318)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
카자흐스탄은 과도한 나트륨 및 지방 섭취,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
는 심혈관질환의 비율이 높다. 또한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졸중, 심장
병, 신장병 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습
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농촌지
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민은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둘째, 열악한 의료인 처우와 노후된 의료 인프라에 따른 의료의 질 하락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높은 임금은 양질의 노동력을 유인하고 잔류하게 만드는 주
요 요소이다.319) 2018년 OECD 회원국의 일반의는 직장인 월평균급여의
2~4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20) 반면 2018년 카자흐스탄
의사의 월평균급여는 15만 9,000텡게로 직장인 월평균급여(14만 9,000텡게)의
318) IPCHS(2016. 10. 11), “Using Medical Trains to Improve Access to Health Services across
Kazakhst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6).
319) 이병훈, 홍석범(2008), p. 309.
320) OECDiLibrary(검색일: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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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배에 불과하였다.321)
의료기기는 환자의 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위해서 정확한 판독과
진단을 제공하는 설비로,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의료기관 중 의료장비를 갖춘 기관의 비율은
72.5%에 불과하였으며, 의료장비 노후화 비율은 37%에 달하였다. 그 결과 카
자흐스탄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률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료
장비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322)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중보건 부문의 효율
성 개선과 국가 보건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일차보건
의료를 확대하여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의료인력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면서, 의료
인 처우 개선 역시 카자흐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제도 개혁 및 의료서비스 정책으로는 건강
관리 개혁 및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2005~10), 살라마티 카자흐스탄
(Salamatty Kazakhstan, 카자흐어로 건강한 카자흐스탄)(2011~15), 덴사울
리크(Densaulyk, 카자흐어로 건강)(2016~19),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2020
~25) 등이 있다.323)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10년간 진행된 보건의료 정책의 주
요 목표는 기대수명의 증가,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이었다.

321) “Kazakhstan Doctors Earn Three Times Less than Colleagues from Developed
Countries”(2018. 2.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9).
322)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서기관 Rakhymzhan Altynbai 서면 인터뷰(2021. 10).
323)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암치료 개선(2012~16), ‘카자흐스탄 2050’ 국가발전전략, 디지털 카
자흐스탄(2018~22), 100개 학교 100개 병원 건설 프로젝트(2007~10),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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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최근 10년간 카자흐스탄의 주요 보건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 공중보건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주요 질병 및 부상의 예방 조치, 선별 연구, 진단 개선, 치료 및 재활 강화

살라마티 카자흐스탄
(2011~15)

- 위생 및 역학 서비스 개선
- 통합 국가 보건 시스템
- 의학 및 약학 교육 개선
- 의약품 품질 개선, 의료 장비 의료 기관 현대화
- 의료 열차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개발
-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 국가 의약품 공급 정책 시행

덴사울리크
(2016~19)

- 정부의 기타 정책 프로그램들과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공중보건의 보호 및
증진
- 공중보건의료의 현대화 및 우선순위 개발
- 의료서비스 통합, 의학 교육 현대화(원격 교육 확대)
- 민영화, 민간투자 유치, 민간기업의 참여 등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개발
- 원격 환자 모니터링
- 공중보건서비스의 현대화
- 일차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서비스 강화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
(2020~25)

- 인적 자원 개발
- 의료서비스 개선
- 단일 디지털헬스케어 공간 조성
- 의무적 건강보험 시행 및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 의료산업의 투자환경 개선

자료: adilet.zan.kz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1. 8. 10).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년 국가의 기술 현대화 및 노동생산성 향
상,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해 ‘디지털 카자흐스탄(2018-2022)’ 프로그램
을 승인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디지털을 통해 국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시스템 전체를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이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
다.324)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까지 의사와 간호사 급여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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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인상하고, 의사 1인당 환자 부담을 OECD(인구 1,500명당 의사 1명) 수준
으로 낮추는 등 의료인 처우 개선책을 밝혔다.325)
카자흐스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건강보험(MSHI: Mandatory
Social Health Insurance)을 시행하였다.326) 그동안 카자흐스탄 내의 사설
의료기관들에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일반 시민이 이를 이용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327) 그러나 2020년 1월 현재 카자흐스
탄 국민 97%가 의무적 사회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보험에 가입된 카자
흐스탄 국민은 누구나 국립병원에서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등록된 사립병원
에서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328) 또한 의료보험 가입자는 예방
건강진단, 초음파, CT, MRI, 재활의료 등 이전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료과
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사항은 의료인
훈련 및 재교육, 현대적 의료시스템 확립, 의료인 급여수준의 향상 등이다.329)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부터 모자보건 향
상, 보건의료 체계의 민영화, 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방분권화 등
을 목표로 삼고 의료시스템 및 응급의료 서비스 개혁, 여성과 아동 건강 진흥
프로젝트, 2차ㆍ3차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 등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였
으나, 결국 이러한 개혁은 기존의 제도 내에서 수정하고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

324)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결의안 No. 827(2017. 12. 12).
325) “Average Salaries of Doctors in Kazakhstan to Reach More than $1,000 by 2025”(2019.
1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8).
326) egov.kz(2021. 8. 2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и информация онлай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7).
327)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서기관 Rakhymzhan Altynbai 서면 인터뷰(2021. 10).
328) Primeminister.kz(2020. 1. 16), “97% of Kazakhstanis Are Participants in CSHI: How is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Taking Pla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7).
329)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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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다.330)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개혁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갑
작스러운 사망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은 2017년 2월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을 발표하였다.331) ‘우즈
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의료시
스템 개선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보건의료 진흥을 위해 2018년 ‘우즈
베키스탄 의료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 법령을 공포하고, 1
차 의료, 응급 의료, 취약계층 의료 지원과 같은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을 추진
하고 있다.332)
이와 함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고자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333) 우
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법규
와 정부 프로그램을 명시한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2019-2025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 개발
개념’, ‘2019-2021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 개발 개념 구현을 위한 프로그
램’, ‘2018-2022 어린이의 선천성 및 유전성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프로
그램’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와 시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e-Health와 원격의
료를 채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의료체계 개발 개념
330) 신현웅 외(2019), pp. 54~55.
331) Центр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2020. 9. 16), “О СТРАТЕГ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332)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 No. 5590(2018. 12. 7).
333) WHO(2021. 3. 30), “Uzbekistan strengthens its health system in the midst of COVID-19
crisi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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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5(Concept of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care System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2019-2025)’를 발표하고, 통합의료정보센
터 개설 및 통합 원격진료 네트워크(UTS: Unified Telemedicine Network)를
구축하는 ‘스마트 의학(smart medicine)’ 도입을 추진하였다.334)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부족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의무적 건강보험 도
입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였고 의무적 건강보험의 점진적 도입과 의료 민영
화를 추진하고 있다.335)

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1차 의료 강화와 가정의학 개발 및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두고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을 받아 ‘마나스(Manas)(1996-2006)’와 ‘마나스 탈리미(Manas Taalimi)
(2006-2010)’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336) ‘마나스’ 프로그램은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정의학 발전과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행되었다.337) ‘마나스 탈리미’ 프로그램은 국가 빈곤 문제를 해결
하고, 의료 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정 부담
을 완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338)
키르기스스탄은 세계보건기구와 기타 개발 협력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
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덴수루크
(Den Sooluk) 보건개혁 프로그램(2012-2018)을 채택하였다. 덴수루크에서

334) “Uzbekistan to launch telemedicine system by 2020”(2018. 12.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1).
335) “UZBEKISTAN: a “road map” for introduction of compulsory health insurance was
prepared”(2019. 10.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1).
336)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2011), p. 18.
337) Ministry of Health of the Kyrgyz Republic(2006), p. 2.
3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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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혈관질환, 아동과 모성 건강, 결핵, 에이즈 등 4개 부문을 우선 추진하였
다.339)
2019년 1월 키르기스 정부는 보건 시스템 개선을 포함해 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12년 개혁 프로그램인 ‘건강한 국민–번영하는 국가(2019-2030)’를 발표
하였다.340) 키르기스스탄은 의료 정보 시스템(IHIS), 의료서비스 산업과 ICT
를 접목한 e-Health 등을 구축하여 양질의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추
진하고 있다.341)

4)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경제력을 보이는 타지키스탄은 부족한 재정과 투
자 탓에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늦은 2010년에 시
작되었다. 2010년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 보장을 위해
‘국가 보건 전략 2010-2020’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342) ‘국가 보건 전략
2010-2020’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산모,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의 건
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 비전염성 및 만성 질환 부담 감소, 건강한 생활 방
식 확립 등이다.343) 타지키스탄 정부는 또한 의료 부문 관련 공공 지출을 2020
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채택하였다.344)
타지키스탄 정부는 2016년 ‘타지키스탄 국가 발전 전략 2030’을 채택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국민 건강 증진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
았다. ‘타지키스탄 국가 발전 전략 2030’에서 기술하는 보건복지 부문의 목표
에는 기대수명 증가, 보편적 의료 보장, 의료 부문의 민관 파트너십 개발 등이
339)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8),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
рамме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Ден соолук”
340)
341)
342)
343)
344)

на 2012-2016 год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3).
Ibid.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명령 No. 496(2015. 8. 24).
타지키스탄 공화국 결의안 No. 368(2010. 8. 2).
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2010), p. 19.
Ghafur Khodjamurodov, Bernd Reche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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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45) 타지키스탄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보건복
지 지출을 GDP의 8~9%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346) 타지키스탄은 현재
WHO의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지속될 타지키스탄의 국가 보건의료 개발
정책인 ‘국가 보건 전략 2021-2030’을 계획하고 있다.347)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사글리크(Saglyk, 투르크멘어로 건강)’ 프로그램
을 채택하고 의료 수준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348) 그러나
2005년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대통령이 수도 아슈
하바트에 있는 병원을 제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든 병원을 폐쇄하도록 명령
하고, 1만 5,000명의 의료진을 해고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크게 후퇴하였
다.349)
투르크메니스탄의 보건의료 정책은 치과의사 경력이 있는 구르반굴리 베르
디무함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medov)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
서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서 ‘국가의 건강이 국가의 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을 높이고 이에 도움이 되는 의료시스템 개선과 산업 기반 시설을 현
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350)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의 보건의료 정책은 특히 의료정보화와 원격의료 구축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수도 아슈하바트 의료기관과 주

345) Agency of Social Insurance and Pension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2016), p. 52.
346) Ibid.
347) WHO(2018. 12. 4), “Health-related SDG targets in Tajikistan: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measures for health and well-being”(검색일: 2021. 8. 14).
348)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2005. 7. 27), “TENTH YEAR ANNIVERSARY OF
NIYAZOV’S HEALTH PROGRA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349) “Turkmen Leader Closes Hospitals”(2005. 3.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7).
35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urkmenistan, “Healthcar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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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행정센터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200만 명의 전자의무기
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서비스와 의료기관 간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제 화상 및 미
용 센터, 요양원 산업 진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51)

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
가.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현황
한국의 보건의료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였으
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율성 보장 요구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의료기관들은 국제
의료사업 기획 및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의료기관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환
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관광 수요가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
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의료관광 마케팅과 중앙아시아에서
부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는 등 의료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각각 67.1%와
48.3%로 전체 연평균 외국인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3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urkmenistan, “Healthcar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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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52) 국가 총인구 대비 한국에서 치료받은 인구의 수는 카자흐스탄이 인
구 1만 명당 36명으로 모든 국가들 중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은 4.18명
이었다.353)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1996년 계명대학교가 해외의료선교를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알마티동산진료소’를 개소하며 시작되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2012년 ‘세종유라
시아클리닉’ 기공식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는데, 세종병원은 심장전문병원으로
서 세종병원이 지닌 브랜드 평판과 기술력으로 자본을 투자받아 일체의 비용
지출 없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의료기관들이 합작
또는 단독 출자를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거나, 의료자문, 의료교육, 나눔의료
사업, 의료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카자흐스탄과 의료 부문에서 협력하는 사
례가 이어졌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의료기관들의 진료과목은 암, 치과, 한방,
척추, 심장 등 다양했으며, 진출형태 역시 단독진출, 합작, 기술전수, 원격진료
등으로 다양하다.

표 7-10. 주요 카자흐스탄 진출 의료기관
지역

병원명

1

알마티

2

알마티

3

알마티

4

알마티

윌스기념병원

척추

2011

5

알마티

윌스합작재활전문센터

척추

2012

6

알마티

원격진료

2015

원격진료

2016

7

아스타나
(현 누르술탄)

진료과목

진출시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암

1996

서울치과

치과

2009

소나무한방의료센터

한방

2012

고신대복음병원
의료관광거점센터
고신대복음병원 원격의료센터

3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카자흐스탄 진출 전망 및 유의사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353) ｢카자흐스탄 진출 전망 및 유의사항｣(2019. 11.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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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계속
지역

병원명

진료과목

8

알마티

한솔 메디컬센터

한방

진출시점
2017

9

알마티

세종유라시아클리닉

심장

2012

10

알마티

KMCA플랫폼클리닉

암

2018

11

알마티

MPK 클리닉 꼭뎀그란드

외래종합병원

2018

12

알마티

청연한방병원

한방

2018

13

알마티

원격진료

2018

14

알마티

원격진료

2019

15

알마티

카자흐스탄
원격진료센터(부산대병원)
카자흐스탄
원격진료센터(동아대병원)
씨젠의료재단-MPK

운영컨설팅,

SKL 검사센터

수탁진단검사 센터

2019

자료: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의학신문 등 각종 언론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협력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확
대되고 있다.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은 2011년 8월 ‘한국-우즈베키스탄 보건
부 간 보건의료 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발전해 왔다.354) 한국 정부는
ODA와 EDCF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법ㆍ제도 정비, 병원 운영, 의료진 교육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컨설팅 제공과 원조자금 등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의 선진화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355) 2019년에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에 한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임명되기도 하였다.356)
다음으로는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한국병원 진출 사례를 살
펴보겠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최초 아동병원 건립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총 1
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으며, 후속 사업인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에 1억
2,000만 달러의 EDCF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였다.357) 수출입은
354) 보건복지부(2019a), ｢우즈벡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진출 첫 성과 나왔다｣(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11. 27).
355) ODA 통합정보포털,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수원국별 DB(검색일: 2021. 11. 27).
356)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에 이동욱…공무원 수출 2호｣(2019. 2.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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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국립암센터, 약학대학 등 연계사업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하라 힘찬병원은 양국 정부 간 협력과 지원으로 국내 민간의료기관의 현
지투자가 성공한 사례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을 토
대로 한국 정부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베키
스탄에서 별도의 면허 취득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358) 즉
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이 디딤돌이 되어 힘찬병원은 현지 진출과 진
료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부하라 힘찬병원을 개원하는 데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정부의 적
극적인 재정 및 세금 지원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세금 감면, 2만 3,140㎡(약 7,000평) 부지의 무상 소유권 양도 등을 통
해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을 지원하였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
원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에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359)
그 결과 부하라 힘찬병원은 2019년 11월 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일반외과ㆍ
내과 등의 진료과목과 병상 100개의 (종합병원급) 규모를 갖춘 중앙아시아 최
초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원하였다. 2020년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타
슈켄트 국립아동병원에 원격진료소를 개소하고, 아동보건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9년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에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제안했던 한국제약특구단지가 포함된 Tashkent Pharma Park 혁
신연구ㆍ제약생산 클러스터가 2021년 4월에 착공되었다.360) 이와 함께 2021

357) 경제외교 활용포털(2021), ｢한-우즈벡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화학R&D센터 건립사업 협력｣(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5).
358) 보건복지부(2015), ｢한국 의료인ㆍ의약품ㆍ의료기기, 우즈베키스탄 진출 문 열려｣(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1. 11. 25).
359) 경제외교 활용포털(2019), ｢우즈벡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진출 첫 성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5).
360)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기관 Usmanov Doniyor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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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출입은행이 우즈베키스탄 국립약학대학 건립에 8,400만 달러의 EDCF을
제공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우즈베크 간 보건의료 협력이 제
약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61)
반면 한국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보건의료 협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국립감염병원 개선사업과 코로나19 지원사
업(코로나19 대응 음압캐리어 및 워크스루 진단부스 지원) 등 ODA를 중심으
로 보건의료 협력이 이루어졌다.362)

나.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성과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은 주로 정부 간 협력약정 체결 후 G2G
형태로 진행된다. 양국 정부는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보건부를 중심으로 워킹
그룹, 실무협의체 등 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민간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아시아
현지 의료인 연수이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총
182명의 의료인에게 연수 과정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한중앙아 감염병 전문가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현지 보건인력 교육을 지원하였
다.363) 한국과 현지 의료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교육은 한국 의료에 대한 선호
도와 이해도를 높여, 한국 의료기관 진출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361) ｢수출입銀, 우즈벡에 8400만달러 EDCF 지원｣(2021. 1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0).
362) ODA 통계조회(검색일: 2021. 7. 8).
363) 2021년 한-중앙아 감염병 전문가 웨비나 개최일은 카자흐스탄이 7월 28일, 우즈베키스탄이 8월 6
일, 키르기스스탄이 8월 24일, 타지키스탄이 8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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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중앙아시아 5개국 의료인 연수
(단위: 명)

구분

2007~19년(대면)

2020년(온라인)

2021년(온라인)

합계

카자흐스탄

103

0

12

115

우즈베키스탄

29

7

1

37

키르기스스탄

10

1

0

11

타지키스탄

0

0

0

0

투르크메니스탄

15

2

2

19

합계

157

10

15

182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단장 배좌섭 간담회 자료(2021. 10. 6).

다음으로, 국가별 협력 성과를 살펴보겠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
료협력약정은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
스탄에서 의료활동을 하려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
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으로 의약품 및 의
료기기 수출을 하려면 복잡한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와 같은
현지 제도들은 한국 의료업체의 현지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제약요인 중 하나
였다.
그러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5년 보건의료협력약정을 체결하면
서, 한국 의료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별도의 면허인정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의약품ㆍ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허
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
로 단축되었다. 즉 양국 정부의 협력으로 제도적 한계요인이 완화됨으로써, 한
국 의료기관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과 보건의료 인력 교류 역시 한-우즈베크 보건의료
협력의 주요한 성과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G2G 회의와 ODA 사업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양국은 보건의료 분야 협
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우
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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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36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건강보
험, e-Health, 보건의료시스템 분야의 협력 어젠다 발굴 및 협력 사업 지원
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보건의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신규암센터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
다.365)
한국은 특히 보건전문 관료 파견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3월 한국식 의료모델 도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
탄의 요청으로 한국의 보건전문 관료인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우즈베키스탄 사회개발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에 임명되어 2020년까
지 성공적으로 근무하였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우즈
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에 전문가 파견을 긴급히 요청함에 따라 고려대학교 최재
욱 교수를 특별정책자문으로 파견하였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
로 한-카자흐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하였으며, 한-카자흐 공공ㆍ민간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366) 201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한-카자
흐 보건의료 워킹 그룹 회의’에서 양국은 의료기기, 제약, e-Health, 의료서비
스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367) 양국은 또한 2020년 11월 화상으로
열린 제9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보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2차 한-카자흐 보건의료 워킹 그룹 회의를
통해서 의약품, 감염병 대응 등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368)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의 후속 사업으로 2021년
364) 보건복지부(2019b), ｢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9).
365) 위의 자료.
366) ① (한)보건산업진흥원/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카)보건발전센터/PPP센터 MOU ② (한)국립암
센터-(카)국립암연구센터 MOU ③ (한)경북대병원-(카)아스펜디야로프 국립의대 MOU.
367) 보건산업진흥원(2019), ｢카자흐스탄 출장 결과 보고서｣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9).
368) 경제외교활용포털(2020. 11. 17), ｢제9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원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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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국-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산업 정보 공유와 보건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였다.369)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의료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나, 수술이나 진료 목적이
아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교육 행위의 경우 간소한 서류 준비 절차만으
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시스템과 의료 수준
을 인정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또는 병원에서 요청한 특수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임시 또는 단기면허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표 7-12.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면허 인증제도
의료면허 인증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의사와 동일한 의사면허시험을 보고 •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2011)
- 보건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외국 의료인력 의료행위 허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우즈베키스탄 국립응급의료센터(RRCEM)와 강

* 알마티 소재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동경희대병원 간 환자 진료ㆍ의뢰, 의료인교육ㆍ

공화국 진단센터에서 근무하는 이○○ 의사

연수, U-Health Center 설치를 위한 MOU 체결

(소화기 및 내시경 의료면허 취득): 현지인과 •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2015)
-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의료면허를 취득
• 수술이나 진료 목적이 아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교육 행위를 할 경우에는 더 간소한
서류 준비 절차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의료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별도의 인정 절
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한국 의약품ㆍ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베키스탄에
서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단장 배좌섭 간담회 자료(2021. 10. 6).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4월 보건의료 분야 협력 MOU 체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
기로 한-투르크멘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한-투르크멘 공공ㆍ민

369)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10. 26), ｢한-카작 보건의료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 마련｣(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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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370)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19년
7월부터 연 1회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분야의 워킹 그룹 회의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한국과 각각 2017년 3
월, 2018년 11월에 보건의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후속
사업 진행은 없는 상태이다.

다.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뚜
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첫째, 제도적 요인 때문에 한국 의료진의 진료활
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 의료기관은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 중앙아
시아 국가들 중 한국 의료관광 수요가 가장 높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형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의 현지 진료활동을 위해
서는 카자흐스탄 면허법에 따라 의료 면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카자흐스
탄 의료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1년이 걸리는 카자흐스탄 언어과정 졸업증
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진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371)
둘째, 무상의료에 익숙한 현지 국민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비에트
시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운영해 왔다. 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설립되었으나, 무상의료에 익숙
한 국민은 여전히 민간의료기관보다 공공병원을 이용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은 공공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받고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의
370) ① (한)보건산업진흥원-(투)보건의료산업부(국제교육과학센터) MOU ② (한)서울의료원-(투)보건
의료산업부 MOU ③ (한)경북대병원-(투)보건의료산업부(국제교육과학센터) MOU ④ (한)부평힘
찬병원-(투)보건의료산업부(국제외상센터) MOU.
371) 현재 한국 의료면허를 인정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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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의료서비스 구매력과 저조한 민간의료기관 이용률로 인해서 현지 진출 의
료기관들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셋째, 한국 의료인력 고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글로벌 급여정보 사이트인
Salaryexplorer에 따르면 한국 의료진의 월평균급여는 약 900만 원이다. 이
는 한국 의료기관이 다수 진출한 카자흐스탄의 의사 월평균급여(약 250만 원)
의 3배 이상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의사 월평균급여(약 34만 원)의 26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372)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들은 현지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 의사를 찾기 힘들뿐더러 한국 의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한국 의
사의 높은 월급과 체류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표 7-13.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사의 월평균급여 비교
(단위: 원)

구분

최저 월평균급여

월평균급여

최고 월평균급여

한국

3,350,000

9,140,000

15,400,000
4,235,771

카자흐스탄

918,667

2,502,956

우즈베키스탄

126,191

343,151

580,037

투르크메니스탄

1,502,003

4,096,371

6,893,894

타지키스탄

1,033,266

2,803,119

4,726,427

키르기스스탄

231,587

631,351

1,065,577

자료: Salaryexploer.com(검색일: 2021. 8. 10).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에는 이처럼 다양한 제약요인이 존재한
다. 그러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협력 사례는 양국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72) Salaryexplorer.com, http://www.salaryexplorer.com/(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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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라
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양국 간 제도적 요인과 현지 국민들의 낮은 민간병원 이용률, 한국 의료
진 고용의 어려움 때문에 양국이 지닌 성장 잠재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
의료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보건의료 협
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디지털로의 전환, 중앙아시아 국가의 의무보험 도입 확대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산업과 노동이 전환기를 맞은 지금,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
료 협력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정책제
안과 민간부문의 의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가.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해 효
율적으로 관리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한국에서는 병원 간 환
자 의무기록이 공유되지 않아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했으
며, 중복 검사와 진료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2년 ｢의료법｣
을 개정하여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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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병원의 대
부분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은 100%,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97.5%,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94%, 병원급은 90.5%로 나타났다.373)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건의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의료시스템의 전산화
를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초부터 의료정보화를 시작한 한국은 다양한 전자의
무기록시스템과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의무기록 전산화 경험
과 다양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인증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한국의 ‘의료정
보시스템’을 ‘전자정부’ 수출 사례처럼 정부 차원에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의무 의료보험 도
입이 시작되었다.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하는 의무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과 생활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렴한 비
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
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는 관리의 복잡성과
보험료 징수체계 정비, 의료수가, 건강보험재정 조정의 형평성 등 다양하고 복
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1977년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오랜 시간 축적된 의료보험체계
와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최근 의
무 의료보험을 도입한 국가들의 건강보험정책 수립과 심사청구 매뉴얼과 같은
의료보험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73) 보건복지부(2021),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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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인 연수 사업 확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인력의
교육과 의료기술의 훈련이다.374)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의료인 연수를 진
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연수를 받은 현지 의료인의 수는 182명에 불과
하였다.
현지 의료진에게 한국식 의료교육을 진행하면 한국 의료에 대한 선호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식 의료연수를 받은 현지 의료
진들이 한국의료진과 현지 환자들 간 검체채취, MRI 및 CT 촬영 같은 비대면
원격진료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원활한
원격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의료진 대상의 한국 의료연
수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국 의
료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추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시적인 보건의료 협력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우
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의료협력은 G2G 형태로 진행되었으
며,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을 통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간소화, 한국 의료인 면
허 인정 등은 양국 간 협력 과정에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할 수 있었으며, 제
약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374)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서기관 Rakhymzhan Altynbai 서면 인터뷰(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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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 협력은 정부간 협력보다는 민간차원에
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인허가제도 간소화와 같은 제도적
협력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보건의료 협력의 결
과는 민간의료기관 진출에 그쳤고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완화가 협력의
마중물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마. 민간부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진출에 유망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지에서 의료클러스터 구축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필수 의료비품과 장비의 부족을 겪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건안보 확보 차원
에서 의료품 생산기지를 자국에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
수한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한국 의료기기 업체와 제약회사들은 중앙아시
아의 의료품 생산기지 및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좋은 투자자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총장은 의료ㆍ바
이오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컨설팅과 의료인력 교육을 요
청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에서 한국기업에
특화된 제약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현지 의료클러스터 구축
에 참여하여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얻고, 인허가 및 등록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단센터 건립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사망원인인 뇌졸중과 심장마비에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
들에서는 노후화된 의료장비와 인프라로 만성질환의 스크리닝과 관리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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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씨젠의료재단 사례처럼 먼저 한국 의료기기를
통해 만성질환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국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진단센터를 설립하면 한국 의료시스템과 한국 의료기기의 동반 수출
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를 통한 현지 진출이다. 한국 의료기관들은 원격진료센터를
설립하며 중앙아시아 현지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나, 제도와 인프라의
부족으로 원격의료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도시와 지방 간 의료격차가 벌어지는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의
료진과 현지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한국 의료
진이 현지에 체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지 진출 의료기관의 경상비 지출
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사례
를 한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면 현지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넷째, 의료 플랫폼 사업 진출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모바일 사
용이 전 세대로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375) 또한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공공병원에서 사립병원까지 확대되면서, 현지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의료 플랫폼을 통해 현지 의료기관의 가격 비교, 예약, 후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어를 기반으로 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 러시
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375) 박지원 외(2021), pp.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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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성과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앙
아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상호 호혜적인 미래 협력을 맺기 위해 4대 경제
협력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
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
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
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
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
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
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
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
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
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이 진행되었
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
가들 중 하나로 양측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이 지나치게 경제에 편중되어 있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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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정치ㆍ안보적 협력 현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양국의 외교안보적 협력
의 한계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태평양 정향에 입각하여 동북아 4강에 집중해
온 한국은 역내 강대국 이익 외교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
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
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
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의 한국
과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
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
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
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
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
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
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
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
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
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
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
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
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2010~20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실적을 살펴보면, 우
즈베키스탄이 3억 8,432만 달러로 가장 큰 금액을 공여받았으며, 뒤이어 키르
기스스탄이 6,422만 달러, 카자흐스탄이 2,086만 달러, 타지키스탄이 1,60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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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이 945만 달러를 공여받았다.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즈베키스탄이 전체 ODA 가운데 가장 많은 77.7%를 차지하였으
며, 뒤이어 키르기스스탄이 13.0%, 카자흐스탄이 4.2%, 투르크메니스탄이
1.9%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디지털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
고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
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
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
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WEF GCI(Global Competitive Index),
INSEAD GII(Global Innovation Index), ITU IDI(ICT Development
Index), UN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UNCTAD B2C
E-commerce Index, ITU GCI(Global Cybersecurity Index) 등 다양한
ICT 지표를 살펴본 결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인프라나 역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낮은 순위를 기록
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지표 산정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
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가 주도해 왔다. ODA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사업과 민간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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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
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분석
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
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
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
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라서 한국과 중앙아
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대성에너지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사리불락(Saribulak) 마을에서 수행한 비계통 지역 태양광 발전 사
업이 한-중앙아 신재생 협력의 유일한 사례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신재생 산업
이 초기 발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유럽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재생에너지 여러 프로젝트를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에 따
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단계에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
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
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포함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
가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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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
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
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
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
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
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
서 개발도상국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
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국영의료보장제도인 소련의 세마
시코(Semashko)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기초가 되는 의료인
력과 인프라를 세계 평균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해체 후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와 의료인력의 유출로 인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악
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보건의료 산업은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세계적인 수
준임에도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해 수익
창출이 어려웠다. 이후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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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허용되면서 의료관광객 유치는 병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
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
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
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기대가 컸다. 그러나 중앙
아시아 현지(카자흐스탄의 경우)의 면허법에 따른 의료 면허 발급의 어려움, 무
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과 현지에 체
류할 한국 의료진 고용의 어려움, 한국 의료인력의 높은 임금 수준은 중앙아시
아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들에게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
한 요인 탓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는 양국의 잠재력에 비
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
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이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려고 다양한 시범 프로젝
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
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2. 정책적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
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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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 분야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
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
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
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
는 인간안보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
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
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
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중점협
력 분야의 선정이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불균형적인 무역관
계를 뛰어넘어 지금부터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
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
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
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려면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
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
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 중앙아시아 투자업종도 경제발전 초기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설업, 광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에서 중앙아시아
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로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한-중앙아 유망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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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유망 협력 분야로
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을 4대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각각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
술을 활용한 협력국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맺는 것이 유망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
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사물인
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의 협력과 같
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문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이다.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
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를 협력하는 것까지 패키지 형태로 묶
어 수출하는 것이 유망하다. 현재 ‘한국-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및 디지털 경
제 협력 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③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
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
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이다. ④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이다. ⑤ 단일 솔루
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 스마트시
티 사업이다. ⑥ IC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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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
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
리고 시장 진출을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ㆍ해
외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
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럽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요충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EBRD를 통해 카자
흐스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도 및 법률 체
계 등 정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웃 나라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물류와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도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인 USAID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지역의 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한다. 이 외에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들도 중앙아시
아의 에너지 안보와 효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
트를 지원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
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
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과 자금 지원
규모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현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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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큰 자본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가 많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현지의 법ㆍ제도의 변화나 관료주의 등 여러 요인
이 현지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어려
움을 느낀다. 한국 정부와 중앙아시아 정부 간의 협의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
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
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한국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
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
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
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
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
요하며,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 공유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
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
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는
관계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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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탓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는 양국의 잠재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
방을 계기로 각종 규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코
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
라 한국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
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
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
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러시아어
를 사용하는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
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
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측 간 비대면 진
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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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e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Four Major Cooperation Tasks
Young Jin Kim, Seung-soo Hyun, Jong Hwa Lee,
Soomi Jeong, Jinsok Sung, Sangche Lee, and Sunmi Jung

Central Asia refers to five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Turkmenistan, which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Region, located in
the heart of the Eurasian continen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key
promising participant for regional integration projects of major powers,
and is the site of fierce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entral Asian economies which are dependent on
the export of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are diversifying
their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policies to encourage manufacturing
industry in line with the transition to a global carbon-neutral era, and are
implementing policies to expand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s non-face-to-face activities have become normal
due to the COVID-19 crisis, digital transformation including ICT industry
is accelerating in Central Asia, where population density is low.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Korea has grown
into an important import partner in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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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each country in 2020, Korea is the
third largest importer of Kazakhstan, the fourth largest importer of
Uzbekistan, and the seventh and ninth largest importer of remaining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entral Asia is not a
major trading partner for Korea, as it accounts for less than 1% of Korea’s
total exports and imports. Trade item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re also limited to some items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s increasing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modernization polici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led to major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Central Asian countries are striving to modernize their economies and
diversify their industrial structures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pushing for modernization of the domestic financial sector to
expand domestic investment and successfully attract overseas investment.
In addition, with the advent of the carbon-neutral era,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s being promoted, and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is being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in each country
are implementing improvement policie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in health care sector as they face medical and health crises such as the
shortage of medical supplies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n other
words, important tasks emerging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to
successfully overcome the health crisis and promot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important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is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cooperation limited to some items and to discover areas of
cooperation for building mid- to long-term cooperative relationship.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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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diplomacy and economy, and to analyze the four major
cooperation areas in depth.
First,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topic of this report were analyzed
and organized using various primary and secondary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These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were actively us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s, diplomacy, and
economy in Korea and Central Asia, and to analyze the cooperation
status and performance of four major cooperation areas: digital
cooperation,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financial cooperation, and
health care cooperation.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is study by obtaining the
opinions and advice of experts, a number of experts related to each
subject were invited and expert meetings were held. In particular,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directions and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were enhanced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experts focusing on the
four major cooperative areas.
Third, due to the COVID-19,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local
experts were practically difficult, so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from Central Asia working in government, academia, and
private sector living i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vivid information and conduct realistic research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se written interviews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study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economic and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areas with
high potential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by
reflecting the rapidly changing glob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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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environment.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 is a region in which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in geopolitical competition due to high potential for oil and
natural gas energy resource development, bordering with unstable
Afghanistan, and high importance as a key point for regional integration
projects. Russia is trying to maintain military influence in Central Asia
based on historical ties, and China is seeking to expand its economic
influence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United States, which
advanced into Central Asia to attack Afghanistan shortly after 9/11, is
preparing a new strategy in Central Asia to check Russia and China.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e achievements in terms of diplomacy and security
between Korea and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the horizon of Korean diplomacy. The past
governments of Korea have made efforts to expand their diplomatic ties
to Eurasia, and within that, policies of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steadily strengthened. Second, sharing experiences
with Kazakhstan, which voluntarily promoted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has a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with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two sides are cooperating based on multilateralism.
Second,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Central Asia is not
pertaining to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accounting for less than 1%
of Korea’s total exports and imports, but Korea is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Central Asia.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relatively large trade volume with
Korea, but the trade volumes between Korea and the other three
countries are insignificant. Over the past 30 years, Korea’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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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 Central Asia has reached $3.596 billion, of which
Kazakhstan’s share was $2.661.2 million, accounting for 74% of the total
investment in Central Asia, and Uzbekistan accounted for 21.52% with
$774 million. The proportion of the remaining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was insignificant at 2.78% in Kyrgyzstan, 1.66% in Tajikistan,
and 0.13% in Turkmenistan. Therefore, in ter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have
been concentrated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In the 1990s, Korea
invested the most in Uzbekistan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but since
the 2000s, Kazakhstan has maintained the status of Korea’s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in Central Asia. Uzbekistan was selected as a
major ODA priority partner in 2010 and 2015, making it a major
beneficiary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Uzbekistan was
re-selected as an ODA priority partner country in 2021, and Kyrgyzstan
and Tajikistan were newly selected as priority partners. Accordingly,
Korea’s ODA to Uzbekistan is expected to continue its high performance
as it is today, and the ODA to Kyrgyzstan and Tajikistan is now equipped
with conditions to expand further.
Third,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ra presented an important task of
IC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All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the digital economy. Uzbekistan’s strategy is
“Digital Uzbekistan 2030”, Kazakhstan’s is “Digital Kazakhstan 2018 to
2022”, and the Kyrgyz government is pursuing “Digital Kyrgyzstan
(2019-2023)”, Tajikistan is seeking “The Concept of the Digit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Turkmenistan has announced the
resolution of “The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oncept 2019-2025”.
The strategi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commonly set priority areas
such as strengthening broadband networks,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formation of a sustainable innovative ecosystem, 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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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

expansion

of

e-commerce,

and

formation

of

e-government. Korea-Central Asian digital cooper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ODA projects and private cooperatio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its ODA projects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mainly
cooperating in the fields such as e-gover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educational digitalization. The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largely consists of the export of ICT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the advancement of service
companies such as KT and LG CNS, and the export of ICT devices has
been led by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While Korea’s
cooperation with Uzbekistan, which has been Korea’s ODA priority
partner, is high, while ODA projects and private entry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still on the low side. However, as Kyrgyzstan and
Tajikistan are selected as priority partners for ODA in 2021,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Fourth, the possibility and policy task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ere analyzed. Among the
Central Asian regions, especially Uzbekistan and Turkmenistan have the
greatest potential for solar power generation, and Kazakhstan has a high
potential for wind power generation as it can generate wind power in
about 50% of the total land area. These industries are very useful in terms
of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However, only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prepared concrete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stage of renewable
energy strategy. The governments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announced plans to generate more than 10%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solar and wind power by 2030, and significant investments are
expected to be made to achieve this goal. In Central A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in the stage of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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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in earnest according to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many wind power and solar power projects are being promoted. As a
result, opportunities for foreig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local
businesse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and competition for bidding
orders from each country is fierce. Korea needs a national strategy and
support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in consider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Korea-Central Asian energy cooperation limited to oil and natural gas
cooperation.
Fifth, the current statu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tasks of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ere analyze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s also a promising field for cooperation in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are promot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through foreign capital attraction.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low
competitiveness i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companies in each
country are not able to exp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financial industry is
pointed out as one of the urgent national tasks of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In banking sector, Kazakhstan is the most connected 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mong the five countries, Turkmenistan is the
most isolated market, Uzbekistan and Tajikistan are heav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Kyrgyzstan has restriction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domestic market. Looking back on the details of Korea-Central Asian
financial cooperation over the past 30 years, Korea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have advanced into Central Asia, centered on
Uzbekistan and Kazakhstan, which have the highest 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aid cooperation sector, credit extensions such as
development loans and overseas investment loans were concentr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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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while official development aid was concentrated in
Uzbekistan and Kazakhstan in the form of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technical support, and training. However,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s growing as the joint financial market of the European Economic
Union is formed and Fintech and ICT emerge.
Lastly,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Korean medical institutions have been promoting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mainly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which have
high demand and purchasing power for medical tourism. In fact, for 10
years from 2009, when foreign patients were legally allowed, the rate of
increase of inbound patients from Kazakhstan and Uzbekistan to Korea
was 67.1% and 48.3%, respectively, higher than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flows in Korea (22.7%). As
such, Korea and Central Asia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erms
of medical supply and demand, thus expectations for med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high. However, various legal
regulations in Central Asian countries, the reluctance of locals who are
accustomed to public health to us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high current costs of hiring Korean doctors have been obstacles for
Korean institutions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However, through
President Moon Jae-in’s 2019 visit to Central Asia, regulations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re being discussed again at the government level,
raising expectations for revitalizing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n
addition, as non-face-to-face contact becoming commonplace due to the
COVID-19, various pilot projects are being operated to make
telemedicine a reality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local advancement through telemedicine, which Korean
medical institutions have tried and hoped for from the beginning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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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into Central Asia, is increasing.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operation
achievements and tasks in the fields of diplomacy and security, economy,
digital, renewable energy, finance, and health car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and tasks as follows in order to enhance mid- to
long-ter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First, it is the field of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Korea should form solidarity with middle powers
such as Kazakhstan and Uzbekistan so that peace and neutrality,
negotiation and dialogue can function in the great power politics. Most of
the agendas in which middle powers can intervene or exercise initiative
in the global order centered on great powers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security, such as human rights, humanitarian aid,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infectious
diseases, and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Thus, solidarity with
middle powers is also related to human security. Therefore, Korea should
strengthen diplomatic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in terms
of solidarity with middle powers. In the post-coronavirus era,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leads to solidarity of middle
powers for human security, and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in line with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xt, the key cooperation areas were selec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Despite the
disproportionat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in order to develop a mutually beneficial and
future-oriente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Korea
needs to select areas of cooperation that can support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lead th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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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ooperative areas should share Korea’s advanced technological
level and development experience and meet the policy demands and
needs of each country in Central Asia. In addition, for future-oriented
and sustainable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prepare such a new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it is desirable
to set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and select the
areas of co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economic policy directions and policy demands of each
country in Central Asia. Accordingly, in this study, four promising areas
of cooperation; 1) digital cooperation, 2)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3) financial cooperation, and 4)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selected,
and in-depth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for each field.
First, it is a policy plan for IC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s

Korean

government

promotes

online/non-face-to-fac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of partner countries
using ICT technologies such as AI due to the COVID-19, digital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that are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is emerging as a promising business.
Promising fields of digi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nclude: a) Broadband network sector, including ICT policy exchange for
network construction (frequency management policy and network joint
construction, etc.), and cooperation in 5G and advanced technologies
/future technologies using 5G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 It is promising to export Korea’s
e-Government model in a package type that includes e-Government
promotion and online participation or usage ability directly related to
practical use, which is needed by the people of Central Asian countries. c)
It is possible to export new services, business models,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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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of Korea to the e-commerce market in Central Asia, which
is in its infancy, and it is possible to enter various application fields such
as fintech, payment-related applications, and edtech, where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growth of e-commerce in Central Asia. d)
As agriculture is a major key industry i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can
receive budget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mart
farming-related services, such as seed testing,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related training, data management/precision system, etc.,
are promising. e) Smart city business sector, which includes multiple
layers of solutions (smart transportation, smart building, smart water
supply, smart energy, smart waste management, smart safety/disaster
prevention solutions, etc.). 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rtup
ecosystem that can create various innovations using ICT technology.
Considering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lack the financial capacity to
pursue digital projects, Korea should actively seek cooperation by
winning bids for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s from Central Asian
countries and participating in sev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projec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leverage the EAEU
and Russian/overseas channels in digital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 to
enter the market.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focus on cooperation
with Kazakhstan and Uzbekistan so that this cooperation can be
expanded to the other countries step by step.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era,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should
be promoted. In Central Asia, local business risks are too high for private
companies to carry out alone, and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domestic companies to enter the renewable energy field. There are many
problems in local business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the efforts of
private companies alone. Therefore,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Central Asia, whi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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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potential, institutiona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is necessary.
The governments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clearly stated their
intention to develop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 private capital
rather than government funds 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sector in both countries has limited funds to
invest in this field,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 will be carried
out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foreign governments 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 the PPP method. As it is true that Korea lacks in
price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support compared to its competitors,
it will be important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to be selected as the preferred bidder.
Energy projects are mostly large-scale projects that require a long-term
investment of a large amount of investment. However, various reasons,
such as changes in local laws/systems and bureaucracy in Central Asia,
are hindering entry into the local market, and privat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nvesting.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entral Asian government. In addition, in order to
receive payment guarantees from local governments for the amount of
PPP investment, a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is required. Currently,
the public-private network with the local country is well formed, so using
it to discover and participate in new projects is an effective strategy to
increase the penetration power of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that
Central Asian private and governmental funds are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utilize Korean ODA funds to advance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Central Asi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jects fund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hird, it is the field of financial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that are actively promoting foreign capital attrac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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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long-proposed existing agendas such as capital market
cooperation, SME financing for Koryoin(Korean diaspora) companies in
Central Asia, public finance and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lant project funding support, and
transfer and provision of basic knowledge and technology necessary for
nurturing manufacturing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in Central Asian countries, regular advice on credit guarantees necessary
for fostering special economic zones and SMEs, etc. are still considered
necessary to build long-term and sustainable financial coope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inanci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existing agenda in a
new way or to readjust the agenda. In relation to the integration efforts of
Eurasian countries, including Central Asia, important areas in which
Korea can contribute or cooperate in the future financial sector of
Central Asia are as follows. Integration of Central Asian financial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of a multilateral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using local currency or single currency in the region,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investment in CIS countries, support
for overcoming financial crisis, etc. In order to induce active investment
in raising funds for reg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arantee fund that mitigates investment risk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financing and financial support
projec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mutual cooperation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fintech, and credit rating system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 the spread of digital finance. Regular multilateral or
bilateral meetings with financial regulatory supervisors in Central Asian
countries are important in order to politicize these divers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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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related agendas, share experiences, and discover and
continuously promot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tasks.
Lastly,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her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has increased more than ever
due to the COVID-19 crisis. Due to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our daily life is changing in a non-face-to-face manner based on digital
technology.

Digital-based

non-face-to-face

activities

increase

convenience and reduce costs as there are no time and space restrictions.
Digital technologies also have the advantage of being scalable through
networks.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ith strengths in IT sector will be
able to quickly adapt and apply these changes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in the form of non-face-to-face treatment and medical platforms. In
particular, the medical platform business model that reflects the local
people’s demand for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can be expanded and
exported to Russia and other Russian-speaking CIS countries. At the same
time, by conducting non-face-to-face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cal medical staf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secure manpower to assist with remote medical treatmen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ealth care in Central Asian countries.
For such non-face-to-face treatment and digital platform business
between the two sides, the policy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should
be made in order to alleviate institutional regulations, as well as the
effort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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