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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과거 오랜 세월동안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문명의 이동로가 있었으며,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 문명, 그
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결합하는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
유ㆍ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새로운 공급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
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증대하
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으로서도 경제적ㆍ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
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유망한 무역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입니다. 또한, 35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
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이 지
역의 역사나 문화, 언어, 정치, 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
한 미흡한 연구 기반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의
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식의 부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논문 공모를 통해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큰 주제하에 “중앙아시아-정치ㆍ사회ㆍ역사ㆍ문화-”와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
지ㆍ환경-” 두 권의 책으로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정치ㆍ사
회ㆍ역사ㆍ문화-”에는 사회, 역사, 언어, 영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에는 중앙아시아 대내외 경제 관계, 자원에
너지, 환경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언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확산시
켰으며, 향후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의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물이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

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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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앙아시아 경제

1. 금융위기 전 중앙아시아 경제
가. 금융위기 前 중앙아시아 거시경제 현황

중앙아시아 지역은 1991년 독립 이전까지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계획경제방침에
의해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즉,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지상 자원 등 천연자원의 공급자 역할에 제한되어 있어 산업구
조 자체가 1차 산업 및 연관 산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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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산업 및 가스
산업에 각각 특화되어 있어, 이들 분야의 성장이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왔다.
중앙아시아는 구소연방 해체 직후 경제활동 자체가 급격히 와해되고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 침체 국면을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서
히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극
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연평균 약 6.1%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2000년 이후에는 자원가격 상승과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
어 연평균 10% 전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2005
년 이래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등 자원 부국 역시 두 자리 수의 고도 성장률을 구가하였다.1)
표-1. 중앙아시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명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1992~1999년
-4.1
-2.8
-6.0
0.6
-4.8
-4.8
2.3
5.9

2000~2007년
9.9
4.6
8.6
6.0
13.8
16.2
11.3
7.5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IMF 및 각국 통계 자료 취합

1) 현재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자원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으로 공업화 과정에 진입하면
서 자원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원가격은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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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아시아의 고도성장은 국내 산업 발전 보다는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등 자원 부문수
출이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광물 자원 수
출이 전체 수출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 아제르바
이잔은 석유 수출에 각각 의존도가 높다.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금, 알루미
늄 등 광물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와 금을 주로 수출하
고 있다.
표-2. 중앙아시아의 주요 수출품목(2007년)
국가명

주요수출품목 비중 (%)

카자흐스탄

석유 및 가스(71.9), 금속류(16.1), 화학제품(4.2)

키르기즈스탄

귀금속(35.1), 광물(14.4), 직물(11.5)

타지키스탄

알루미늄(75), 면화(9.2), 전력(3.5)

우즈베키스탄

금(27.6), 면화(21.7), 에너지(13.1)

투르크메니스탄

가스(57), 석유(26), 면사(7)

아제르바이잔

석유 및 가스(84.6), 식료품(5.1), 화공품(2.3)

아르메니아

보석류(31.9), 기초금속(28), 기계설비(13.9)

그루지아

합금철(14), 연소재 및 철강(7.3), 견과류(5.7)

자료: WTO Trade Statistics

나. 금융위기 前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시절 주로 곡물, 광물 등을 생산하는 농업중심국이었다.2)

2)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전까지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신규농지개발계획(Virgin Lands Program)
에 따라 농지 개발이 활발하였고 풍부한 광물자원에 기반을 둔 광물산업, 기계산업, 제련업 등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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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농업 부문이 피폐해지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가 와해되면
서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더 나아가 러시아인과 일부 소수민족 등
약 200만 명이 카자흐스탄을 등지고 떠나면서 인구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따라
독립 이후에도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1995년에는 경제규모가 1990년 대비
마이너스 30% 성장하였고, 1998년에는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3).
그러나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산업 발전정책과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
가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주요 석유
생산국4)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1999년에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마
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카자흐스탄은 유일하게 2%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BIS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쟁력 없는 중소은행들의 합병을 추진하였다5). 이에 따
라 카자흐스탄의 경제 펀더멘털은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자원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카자흐스탄은 최근까지 높은 산업생산 증가율을 통한 고수준의
성장세를 구가하였다.6)

시아 의 전문기술자들을 투입함으로써 크게 발달하였다.
3) 산은경제연구소. (2007) 지역연구시리즈 - 카자흐스탄.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4) 카자흐스탄은 석유 매장량이 약 530억 배럴, 철광석은 전세계 매장량의 6%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2.3% 수준이다.
5) 한국수출입은행. (2008). 카자스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6) EIU. (2009). Kazakhstan Country Report. Economic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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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현황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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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은 2004∼2007년 연평균 9.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10.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6년 4/4분
기 경제성장률은 11.6%로 2000년대를 통털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경
제규모는 2004년 432억 달러에서 2007년에 1,041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1인
당 국민소득도 동기간 중 7,721달러에서 10,771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은 에너지 자원 수출 증가와 건설 등 고정자산 투자 증가가 크게 증가
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06년 24%까지 상승한 후 2007
년 18.6%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카자흐스탄 경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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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위기 前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우즈베키스탄 역시 구소련의 산업별 지역 특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면화 중심의
농업생산 지역으로 특화되었으나, 독립 이후 수입대체산업화 추진 및 적극적인 제
조업 육성 시책에 힘입어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분의 1로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에
너지 가격 상승 추세에 발맞추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된 광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의 일
부를 인근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대부분이 자급자족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에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에 힘입
어 단기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보았다.7) 하지만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의 부작용
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에는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4%대 성장
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는 주요 원자재의 수출 증가8) 및 가격
상승 등으로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인당 국민 소득도 경
제성장세에 힘입어 2008년 1,000달러대로 올라섰다.9)
산업별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운송 및 통신, 건설, 무역부문이 2005년부터
7) 통계 데이터의 부실로 정확한 경제적 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1992~97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실
질 GDP는 14% 증가한 반면, 동기간 카자흐스탄의 실질 GDP는 30% 감소한 것을 추정되고 있다.
8) 200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9% 수출 증가하였다.
9)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약 1/4이 여전히 빈곤층에 속해 있어 다양한 국제기구의 빈곤퇴치 프
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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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무역부문은 2007년 전년대비 20% 이상 상
승해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문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시장 개
방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부문의 축소,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
용한 경제체질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생산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생산 부문이 순조롭게 확대되는 모습
이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0.8%, 11.9% 증가하였으며, 2008년 1∼9
월 중 12.4% 증가해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투자도 상
업은행과 재건축 펀드 등으로 외국인 자산이 유입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9월 중 GDP는 전년 동기간 대비 9.4%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둔화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도 일정 부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동유럽 등 여타 지
역에 비해 외국자본 노출 정도나 대외경제 의존도가 낮아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금융위기의 실제 파급 정도는 본 장의 아래에서 충격과 역량의 지
수화를 통해 분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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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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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State committee of Uzbekistan on statistics

라. 금융위기 前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 당시 세계 10대 면화 생산국일 정도로 농업부문이 발
달되어 있었으나, 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농업생산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게다가
구소련 체제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 화학공업 산업이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원자재 등 1차 생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제조업 발전
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과거 지속적인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10)

10) 한국수출입은행. (2007). 중앙아시아 3개국의 자원 현황과 진출방안. 특별조사자료 2007-2.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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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에너지 부
문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0∼20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2.1%의 고성장을 시현하
였다.

마. 금융위기 前 아제르바이젠 경제 현황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4년간 GDP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고도 성장세를 보
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2006년 30.5%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인 후 2007년 23.4%,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연평균 16.5%의 고
성장세를 구가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이 아제르바이잔의 고도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11), 최근 들어 정보통신 및 건설 산업 부문이 에너지 산업 발전의 후광을
입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 부문별 성장세를 보면 2007년 서비스 산업 부문은 약
8.8% 성장했지만, 나머지 부문, 즉 비 석유 제조업 및 농업부문은 둔화세를 보이
고 있다.12)
고무적인 점은 경제성장세와 함께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에 은행의 대출규모는 2007년 77% 성장 했으며 2008년 6월 말까지 연평
균 5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3) 이는 은행 예금 규모가 2007년 약 51%,

11) 석유산업은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총수출의
95%가 석유산업 및 관련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한국수출입은행. (2006). ｢아제르바이잔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Country Report 2006-3. 한
국수출입은행.
13) EBRD. (2008). Transition Report: Growth in Transition.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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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반까지 약 78% 정도 성장한데 따른 결과이다. 은행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 대출 부문의 부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아제
르바이잔의 은행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창출이 제한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업이나 리스산업 등 은행 이외의 금융 산업 부문의 발
전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그림-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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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BRD, Transition Report 2008.

2. 금융위기의 충격과 회복역량 분석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친 충격과 회복역량을 주요 경제ㆍ금융 변수
를 지수와 하여 분석한다. 금융위기의 충격(Y축)은 경제성장률 변화, 환율변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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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지 변화 등의 변수로 측정하고, 회복역량(X축)은 GDP 대비 재정수지, 외환보
유고, 인플레이션, 선진국 수출비중 등으로 지수화 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위기의 충격은 일반적으로 수출 감소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증가,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 등을 수반하며,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나타
났다. 따라서 충격지수는 2007년 대비 경제성장률, 환율, 경상수지 등의 변화를 표
준화지수법을 통해 지수화한 후 변화가 클수록 충격이 크다고 간주한 후 충격의
크기에 따라 상하에 배치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회복역량은
경기부양책을 위한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GDP 대비 재정수지 및 외환보
유 규모, 거시정책의 자유도를 평가하는 인플레이션율, 對선진국 비중이 높을수록
향후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 수출 비중
등의 변수를 사용했다. 우축에 위치할수록 경기 회복에 대한 역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 금융위기의 충격은 아제르바이젠과 카자흐스탄에 크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이들 국가는 회복역량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사분면). 키르기스스탄과 타
지키스탄은 충격은 작으나 회복역량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사분면).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충격은 작으나 회복역량도 커서 향후 회복 속도
에 주목할 만한 국가로 분석되었다 (4사분면).
한편, 1사분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젠과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충격
으로 인해 당분간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충격 해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가파
른 속도로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가 기타 중앙아
시아 국가에 비해 충격이 컸던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에 기인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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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및 광물자원에 대한 세계 시장의 수요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2010년 이후에는 에너지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른 수출 증가로 인해, 양국가의
경기회복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와 정반대 분면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은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연계가 약해 직접적인 금융위기의 피해는 적었으나, 회복역량 또한 낮아
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외환보유고와
10%를 상회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의 일단계 도약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회복 역량도 높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폐쇄적인
국내 금융 및 경제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으며, 금융위
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원 수출을 통한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가 10%에 근접한
고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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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중앙아시아 국가별 금융위기의 충격과 회복역량 추정
충격(大)

Ⅱ

Ⅰ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역량(低)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Ⅲ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Ⅳ

주: 1)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외 통계의 부족으로 충격지수는 각종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
2) ADB(Asia Development Bank), Data Stream, IMF 등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

가. 요인별 분석

1) 경제성장률(GDP 변화)

다음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각 변수를 통해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둔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자원 수출에 의존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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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9년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7.1%로 2008년 대비 -12.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 불안의 충격정
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았던 카자흐스탄의 경
우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개방도가 높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2009년에도 양(+)의 성장을 시현하면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에도 9.3%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젠도 2009년 양(+)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위기의 충격이 큰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15.9%로 전
표-3. 금융위기 前後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p)

2007년 2008년

14

2009년 변화
(2007년 대비)

2009년 변화
(2008년 대비)

-10.7

-24.1

-15.2

Armenia

13.4

Azerbaijan

24.7

10.8

6.5

-18.2

-4.3

Belarus

8.2

10.0

-4.6

-12.8

-14.6

Georgia

12.3

2.1

-5.8

-18.1

-7.9

Kazakhstan

8.9

3.2

-1.2

-10.1

-4.3

Kyrgyzstan

8.5

7.6

-0.5

-9.0

-8.1

Tajikistan

7.8

7.9

2.8

-5.0

-5.1

Turkmenistan

11.6

10.5

5.9

-5.7

-4.6

Ukraine

7.7

2.7

-15.9

-23.6

-18.6

Uzbekistan

9.5

9.0

9.3

-0.2

0.3

중앙아시아

8.5

5.5

-7.1

-15.6

-12.6

자료: Global Insight

4.5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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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며 이는 2008년 성장률 보다 -18.6%p 하락한 것이다. 아르메니아의 경우에도
2009년 경제성장률이 2008년 보다 -15.2p 하락한 -10.7%의 심각한 경제침체 상
황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양의 성장을 하고 있으나 2007년 20%대의 성장을 하
던 아제르바이젠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으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경
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 환율

금융위기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환율 변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통화의 경우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되었다. 특히 투르크
메니스탄 통화의 경우 2008년 한해만 자국 통화가치가 22% 절하되는 등 외환 변
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젠,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오
히려 달러화 대비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다. 즉,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달러 강세에 의한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
을 보였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전체로 볼 때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을 제외하고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수출국에서 발생한 과도한 환율변동
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는 급격한 환
율 변동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자국 내 금융기관의 자금 부
족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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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달러 대비 환율 변화
(단위: %)
25
22

2008

20
평가 절하

평가 절상

15
10
5.2
5
1.3

-0.3

-2.1

-4.6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젠

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
-10

자료: ADB

3) 인플레이션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통한 확장
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고 재정적자가 심각하지 않은 국가
일수록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10%를 전
후로 한 고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정책을 구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르기즈스탄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약 20.1%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자유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젠이 금융위기를 전후로 물가가 안
정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기조를 보인 반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은 거꾸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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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2008년 8.5%로 낮아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정정
책을 쓸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림-6. 인플레이션 변화
(단위: %)
25
2007
2008
20

20.1 20.1

19.8

18.8

19.5

15.4

14.4

15
11.9
9.5

10

11.8
8.6 8.9

5

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젠

자료: ADB.

4) 재정 및 경상수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적자가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8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이 각각 -2.1%,
-9.2%로 적자상태인 반면, 키르기즈스탄과 아제르바이젠이 각각 0.8%, 0.2%로 재정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자원 수출을
통해 축적된 자본으로 국가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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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단위: %)
15
2007년
2008년

10.8

10

4.1

5
1.5 1.5

0.1

0
카자흐스탄
-1.7 -2.1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0.8

키르기즈스탄

0.2
-0.3
아제르바이젠

-5

-10

-8.1

-9.2

-15

주: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글로벌 인사이트의 업데이트 부분을 참조.
자료: ADB, Global Insight.

특히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한 2008년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상황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재정상태가 좋아지는 등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에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앙아시
아 국가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카
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5.1%, 12.8%의 흑자를 시현했으며, 투르크메니
스탄과 아제르바이젠이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18.7%, 25.5%의 높은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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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시현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2008년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대
부분의 원자재 수출국들이 자원 수출을 통해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림-8.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단위: %)
40
35.5

2007년
2008년

28.8

30

18.7

20
15.5
12.8
10
5.1

7.3
-0.2

0
카자흐스탄
-10

-7.8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8.6 -7.9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젠

-8.1

-20

자료: IMF.

종합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하고는 재정
과 경상수지 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금융위
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유럽발 금융불안 등 제 2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원자재가 급락과 수출 급감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중앙
아시아의 경기회복이 순조롭게 되기에는 아직 문제가 다수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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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위기 이후 국별 전망
이번 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경제규모가 크고, 원유ㆍ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젠 4개국 경제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14)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 이
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자원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모두 양의 성장을 할 것으
로 전망된다.
1. 카자흐스탄 경제
카자흐스탄은 국내 시장의 자금 부족과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국내 민간은행
들이 자국 내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장기 자금을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으로
부터 조달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로 인해 2007년
서브프라임 문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중앙아시아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15)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신용경색이다. 전세계적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카자흐스탄도 국내 은행의 자금 부족과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 감소가 심화되
었다. 카자흐스탄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민간은행에 의한 소비자 대출을 통해 자동

14) 아래 3장에서 분석될 것이나 이들 4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우선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15) 심현정. (2008) 카자흐스탄은행산업의 금융경색 및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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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전 등에 대한 구매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은행에 의한 대출 억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가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금융문제의 일괄 해결
을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국가지주회사 Smaruk와 지속발전기금인
Kazyna를 통합, Samruk-Kazyna(삼루크 가즈이나)를 통해 국영기업과 국가 자산
을 집중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조직은 수백 개의 자회사16)
와 약 26만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거대 국가조직으로, 향후 카자흐스탄의 국가 장
래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재정악화이다. 2008년 상
반기까지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카자흐스탄에게 막대한 오
일머니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2009년 3월 40달러 이하로까지 폭락하면서 카자흐
스탄의 수출 감소와 재정 상황 악화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
자 규모는 2007년 -1.7%에서 2008년 -2.1%로 악화되었다. 다만, 2009년 하반기
에는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전후로 안정화 기조를 보이면서 악화일로
에 있던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재정 상태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카자
흐스탄의 국내 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해외 자본 차입을 통해 10% 수준의 경제성
장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해외
차입이 어려워지자 카자흐스탄의 국내 은행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도에 들어서 삼루크-가즈이나를 통해 국유화된 국내 4대 은행 중
BTA 은행(1위)과 Alliance Bank(4위)가 대외차입에 관한 원금 상환을 정지시키는

16) 대표적인 자회사로 국가석유기업 Kazmunaigaz (KMG: 가즈무나이가스), 국가원자력기업
Kazatom- prom(가즈아톰프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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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영 은행이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은 세계에서도 유
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으로, 카자흐스탄 전체에 대한 국제적 신용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현재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향
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난 등 국정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가지는 자원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매력적이며, 안정된
정치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장래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엑슨 모빌,
쉘 등 글로벌 자원메이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융
시장도 안정감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의 차
관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동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
을 위한 기초토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 경제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금과 원면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수출
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심화된 2008년 말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수출가격도 동반 상승하
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은 글로벌 금
융위기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 결과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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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9.3%
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금과 면화 가격이 금융
위기 이후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의 고성장 지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금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즈
베키스탄 경제가 순조롭게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
부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 및 발전에
주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9. 국제 금가격과 면화가격 추이(월평균)
센트/파운드

달러/온스

90

1200
금(좌축)
Cotton(우축)

80

1000
70
60

800

50
600
40
400

30
20

200
10
0

0
'07

'08

'09

주: 금은 LBMA(런던금시장연합회), Cotton은 ICE(NYBOT) 가격 기준.
자료: KoreaPD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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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가스 수출로 급성장세를 보였
다. 지금까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 지속,
불투명한 재정 운영, 최하위권의 국제 신인도 등 취약점이 많아 외국인투자가 부진
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개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혁ㆍ개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국가발전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제 플랜트 및 가스관 건설을 위한 투자수요가 지
속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4. 금융위기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구성요소별 전망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GDP 성장률

10.5

5.9

5.1

개인소비 증가율

4.5

10.9

5.1

정부지출 증가율

3.5

9.9

4.1

고정투자 증가율

15.4

7.7

7.9

수출 증가율

36.5

8.6

11.2

수입 증가율

50.3

33.0

19.2

자료: Global Insight.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5.9%, 2010년 5.1%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 경기급락을 막았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2010년에
는 크게 둔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투자는 전년 대비 0.2%p 상승한 7.9%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50%대까지 상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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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로 둔화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아제르바이젠 경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가스 개발 분야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고도 성장
세를 실현하고 있었으나, 2008년 고성장세를 마감하고 2009년에는 국제원자재가
격 하락,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6% 중반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젠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고인플레이션은 유가하락
에 따라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500억 달러를
석유생산에 투자해 생산량을 3배로 확대하고 천연가스 생산량도 160억 입방피트
그림-10. 금융위기 이후 아제르바이젠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연율

15
10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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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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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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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10
1/4

2/4

3/4

4/4

자료: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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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늘리는 한편, 국가석유기금을 대규모 인프라(주택, 도로, 철도, 전력) 건설
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성장 추세는 2010년
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아제르바이젠 경제성장률은 2009년 6.5%, 2010년 6.4%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전분기 대비 성장률(연율)이 2008년 3/4분기에 음
(-)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양(+)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
나 2009년 고정투자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0.9% 감소하여 성장 동력에
일시적인 위축을 가져오나 201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Ⅲ. 향후 리스크 및 기회 요인

1. 국가 위험도 비교
각국별 통계의 차이,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른 차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의 자의성 등으로 국가 간의 엄밀한 비교는 사실상 커다란 결함이 있다. 동시에 어
느 변수를 선택하고, 또 그 비중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 지도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
기 때문에 인덱스 자체에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경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주요 기관들의 인덱스를 활용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
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995년부터 15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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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자유도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 환경, 무역, 조세, 국가개입도, 금융정책, 투자, 은행
시스템, 사유재산권, 부패정도, 노동시장 등이 포함된다.
2008년 경제자유도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55.3점으로 107위, 카자흐스탄 60.5점
으로 76위, 투르크메니스탄 43.4점으로 152위, 우즈베키스탄 52.3점으로 130위,
타지키스탄 54.5점으로 114위, 가르키즈스탄 61.1점으로 70위로 전체적으로 경제
자유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평가된다.
표-5. 경제자유도 지수 및 순위(2008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순위
사업환경
교역
조세
정부개입
금융정책
투자
은행시스템
재산권
부패
노동시장
전체점수

107
61.6
78.4
80.4
82.9
76.5
30
30
30
24
59.2
55.3

76
56.5
86.2
80.1
84.7
71.9
30
60
30
26
80
60.5

70
60.4
81.4
93.9
76.1
75.6
50
50
30
22
72.0
61.1

114
43.4
77.8
89.3
84.1
65.8
30
40
30
22
62.1
54.5

투르크메
니스탄
152
30.0
79.2
90.6
85.3
66.4
10
10
10
22
30.0
43.4

우즈베키스탄
130
67.8
68.4
88.0
68.3
57.5
30
20
30
21
72.1
52.3

주: 점수 0-100, (100 최고 점수).
자료: 헤리티지재단.

한편 World Economic Forum은 2005년부터 131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경
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9개 부문에 90개 변수가 고려된다. 9개 부
문은 제도적 사업 환경(정부 규제, 안전, 부패, 투명성), 인프라(운송, 에너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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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거시경제 조건, 건강과 교육, 대학 및 직업교육, 시장효율성(정부 규제, 경쟁,
대외교역, 노동시장, 금융시장), 기술집약도(기업의 기술 수용도, 법규, PC , 인터
넷, 무선전화 보급률), 기업경영, 혁신 등이 포함된다.17)
2007~08년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4.07로 66위, 카자흐스탄은 4.14로 61위, 키
르기즈스탄은 3.34로 119위, 타지키스탄은 3.37로 117위, 우즈베키스탄은 4.13으로
62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6.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및 순위 (2007~08)
순위
사업 환경
인프라
거시경제
건강/교육
대학
시장효율성
기술
기업경영
혁신
전체지수

아제르바이잔
66
3.64
3.58
5.69
4.73
3.51
5.41
5.17
3.84
3.36
4.07

카자흐스탄
61
3.67
3.22
5.63
5.09
4.11
4.20
2.98
3.76
3.10
4.14

키르기즈스탄
119
2.86
2.38
3.52
5.05
3.57
3.49
2.14
3.22
2.53
3.34

타지키스탄
117
3.60
2.41
3.54
4.72
3.06
3.47
2.27
3.18
2.82
3.37

우즈베키스탄
62
4.10
3.46
4.34
5.54
4.25
4.16
2.92
4.17
3.55
4.13

주: 점수 0-6.
자료: World Economic Forum.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매년 179개국을 대
상으로 부패 정도 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부

17) 이 조사는 개별국가의 통계 이외에 기업가들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125개국에서 약 11,000명
이 설문에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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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지수 선정은 각국의 사업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2006년도의 국가순위를 보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 공동 150
위, 투르크메니스탄이 162위, 우즈베키스탄이 175위다. 인덱스 자체도 2점을 전후
에 놓여 있어 부재 정도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
UNDP가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는 17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발표되고 있다. 동 지표에는 삶의 질, 교육정도, 구매력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2005년 HDI 순위는 카자흐스탄 73위, 아제르바이잔 98위, 투르크메니
스탄 109위, 우즈베키스탄 113위다.
2. 중앙아시아의 기회와 리스크
석유 및 가스 수출에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의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세계경제 침체 및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아직도 법적ㆍ제도적 시스
템이 매우 취약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 또한 지역간ㆍ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극심하며 각 부문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
라 에너지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된 산업구조와 장기간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만연, 비민주적인 정치체계, 고물가 지속 및 빈민층 확대, 일부 국가의 인
접국가와의 영토 분쟁 등 불안요인도 상당수 내재되어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있
어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보다도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성장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두 자
리 수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환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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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 확대와 높은 통화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막대한 외화 유입, 민간소비 급증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지
속되고 있다. 한편 물가상승 압력은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각국 정부의 예산 지출 감축이 쉽지 않아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이들
국가에게는 오히려 소비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또한 국내 산업생산력 저하라는 부
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인데, 카
자흐스탄이 대표적 예이다. 카자흐스탄은 막대한 외화를 유치해 단기적인 경제발
전을 이루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곧 신용경색의 위기에 직면했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저리의 외화를 차입해 건설 및 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입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외채 부담이 급격히 확대
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물론 투르크메니스탄 등 외자 유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발
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상대적
으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
이다. 물론 최근 들어 교육시스템 개선,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 국비 해외유학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간접자본 부족 현상이다. 최근 각국 정부가 산업다각화 정책 등
경제개발 정책에 주력하고는 있으나, 산업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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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금융시스템의 낙후다.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
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왔다. 금융부문은 폐쇄적이며, 정부의 간섭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 서방세계의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부문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경제활동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기업 환경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동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법적 제도적 시스템 자체가 매우 취약하고, 독과
점 상태가 심각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동시에 경쟁
도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심각하다.
그림-11. 중앙아시아 진출의 SWOT 분석

이 같은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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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석유 및 가스 공급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유가 및 주요원자재 가격 하락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에 과민하게 반응한 현상일 뿐이며,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은 재차 상승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에
너지 자원 수출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국의 석유산업 호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
다. 동시에 석유산업 호황을 바탕으로 산업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기계 설비 등의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경우 역내의 여타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18)
또한 이들 국가들은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 건축 관련 산업, 인프라 사업(수도, 도로, 공항, 철도. 정보통신
망), 제조업(특히 석유 및 식료품 산업), 기계 제작, 농기계 및 비료, 의학, 환경기
술 분야에 대한 투자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
해서 이들 국가들은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금융환경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여건 향
상에 주력하고 있어, 이러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향후 투자 및 교역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WTO 가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 체
제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점차 효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19)

18) 이재영. (2009).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9,
No.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 US Commercial Service. (2008). Doing Business in Kazakhstan: 2008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US Commercial Service, U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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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기 이후 투자환경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교통, 전력, 통신 등의 기초인프라가 취약하고
행정서비스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
회주의적 관행과 낙후된 금융 산업, 높은 물류비용은 중앙아시아 진출시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조항의 세분화와 금융안정, 정보 개방, 관료들의 탄
력성 및 전문성, 노동생산성 등의 수준이 낮아 아직도 시장경제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20).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과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가 통과하던 지역이
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남아 있다. 또한 거
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로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자원보유국이자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으로
서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이들 주요 기진출국들의 투자가 자원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
로서는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카자흐스탄 등 자원
보유국에 집중되고 있고, 아직 매장량에 비해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확
보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기회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of Commerce.
20)이재영, 박상남. (2007).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지역연구시리즈 07-0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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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카자흐스탄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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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 자원개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다. 향후 산업다각화, 전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도 유망하다. 경쟁 입찰
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용이하며, 제안형 민간사업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건설(신도시), 플랜트(발전소, 정제시설), 석
유화학산업, 전자통신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벤치마킹 희망, 성실성(고려인), 한류 열풍 등으로 인
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도 진출에 유리한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
인 진출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
비가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에너지자원 수출국과 에너지자원 수입
국을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부족, 절차 투명성 미흡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21).

21) 이재영, 윤성학. (2006).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서울: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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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분야

중앙아시아 8개 국가 중에서도 우선 투자 대상 국가와 차선 투자 국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제 규모면에서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루지야, 아르
메니아는 GDP가 100억 달러 수준이 안 되는 작은 국가이고 상대적으로 정치ㆍ사
회적으로 불안하여 현재 진출 대상국으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많다. 이에 반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자원보유량, 경제규모,
성장성, 정치ㆍ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의 4개국에 집중하되 기타 중앙아
시아 국가에는 진출 목적에 따라서 건별(Deal by Deal)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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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중앙아시아 중 우선 진출 국가

4. 금융위기 이후 진출 방식 및 대상
가. 진출 방식

1) 자원개발과 플랜트사업 연계

우선 중앙아시아의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플랜트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라늄, 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 광물자
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원개발 수요
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광석을 제련ㆍ정련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 공급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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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되고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하는 형태로 대형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된 사업에도 협력사업의 기
회가 있을 것이다.22)
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및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종합상사가 중심이 된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건설ㆍ엔지니어링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 생산 및
송전 시설의 경우 광물자원이 풍부하나 전력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이 유력한 진출국일 것이다. 舊소련 당시 설립된 화력발전소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 시설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15. 중앙아시아의 주요 가스파이프 라인

22) 이성규. (2005).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확보를 둘러싼 미ㆍ러ㆍ중간 마찰｣. 에너지경제연구.
제4권 제2호, pp. 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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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의 자금을 이용하여 프로젝
트 파이낸싱 형태로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DB는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공급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아르메니아에 3,600
만 달러의 자금으로 전력 송전설비 현대화를 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에 9,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편 EBRD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
야,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초기전환국(Early Transition
Countries; ETC)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에만 중
앙아시아 지역의 농업, 금융, 발전 및 에너지, 운송, 제조업, 부동산 및 관광, 통신
등 총 80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2.9억 유로 지원을 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생산설비 현대화에 약 6억 유로를 지원하여 유리제조, 제철소 등을 건
설하였고 화력발전 설비, 청정에너지 공급, 송전 설비 등을 위해 3.1억 유로를 지
원하였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과제인 오폐수 처리
시설, 에너지 효율화, 淨水시설 등의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증
가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부 지원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사
업 참여도 가능하다.
3) 중앙아시아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

UN 기후변화협약 강화에 따라 교토의정서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환경 분
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국가로 2013
년 이후 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
는 중앙아시아에서 온난화 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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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석탄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를 대체하고,
송배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전력 현대화나, 석탄층 및 탄광
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 연소시킴으로써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것도 유망할 것
이다.특히 전력 설비가 노후화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수자원이 풍부한 키
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이 주대상국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송배전망
의 낙후로 인한 전기 손실률이 21.5%에 이를 정도로 효율성이 낮다.
4) 패키지 딜(Package deal)

원유 채굴에서 석유정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 등 산업다각화 부문에도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크다. 정유, 석유화학 설비, 발전소 건설 등의 플랜트 시
장진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 및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도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내구재 수
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용 제품뿐만 아니라 고급가전, 세탁기, 냉장고 등 고급소비
재 판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기술 전수를 통한 소비재 산업 육성에 참여
하는 것도 유망한 진출 분야이다. 다만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 및 소득분포를 고려
국별, 지역별 진출 전략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IT 및 정보통신 산업 투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하
드웨어부문 진출과 함께 IT서비스 부문 진출도 유망하다. PC 및 주변기기, 휴대폰,
LCD TV, 인터넷서비스에도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산업 진출여건도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다.
뱅킹, 캐피탈마켓, 펀드 운용, 보험, 백오피스 등의 서비스 확대와 금융센터 설립,
호텔 건립 및 관광리조트 등의 건설 사업에도 진출 기회가 많아졌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류 및 유통산업, 의료 및 건강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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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업종으로의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 자원개발, 건설 및 플랜트, 기간산
업, 정보통신 등을 묶은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연계시킨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다각화 정책 등 국가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형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종합도시개발, 전력사업, 가스관 현대화와 회계시스템
등에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 경제발전 노하
우 전수,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
도 있다. 또한 자금 부담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나, 국제기구 지원 자금, ODA 자금, 국민연금 자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16. 중앙아시아 진출 단계별 유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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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주요 사업 분야

1) 카자흐스탄

석유 및 가스개발이 카자흐스탄 진출의 핵심 분야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
년 석유 생산량을 350만B/D까지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카스
피해 해상광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천연가스 수송망 확충사업과,
우라늄, 동, 아연, 니켈 등 광물자원 개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이
다. 특히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 투자하는 것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Marubeni社가 Atyrau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것과 같
이, 정유공장의 낡은 시설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투자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력 현대화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71개 발전소 중 화력발전소가 88%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
부분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 지역으로의
송전선 현대화 및 확충작업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23)24). 대표적 사업으로는
알마티-캅차카이 호수의 G4 City 프로젝트,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4개 대단
위 위성도시 건설, 대형 주거ㆍ휴양 도시건설을 표방하는 Aktau 신도시 개발사업,
카스피해와 흑해를 잇는 700㎞의 유라시아운하(Eurasia Canal) 건설 등이 있다.

23) 심현정. (2007) 카자흐스탄 주택시장 지속적인 성장세.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24) 산은경제연구소. (2008) 카자흐스탄 주택시장 현황과 시사점.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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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섬유 사업현대화나 전력 산업 현대화에 기회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진출은 석유 및 가스개발 분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대적인 석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하려 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남부 유전지대 및 알랄해 육해상 가스전 탐사 사업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손꼽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對중국과 對러시아로의 가
스 파이프라인 건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유공장 건설 및 방직, 의류
등 섬유산업 현대화 사업 등 산업다각화 사업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분야 중 하나로 향후 성공 가능성이 큰 진출 분야이다. 또한 우즈베키
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전력 생산국 및 순수출국이다. 따라서 발전 및 송배전시스
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력사업 현대화 사업은 주요 진출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도 타시겐트 열병합발전소, Navoi 화력발전소 등 다수의 전력 현대화 사업 추진되
고 있다.
그림-17.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별 주요 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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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석유 및 가스 개발 사업이 우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202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산업 개발에 630억 달러 규모
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석유 및 가스개발 분야가 가장 유력한 진출 분
야일 것이다. 이중 카스피해의 해상광구 개발과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
해 새로운 가스관 건설이 대표적인 투자 분야이다. 또한 對중국 및 對파키스탄 가
스관(TAP) 확충도 주목해야 할 진출 분야이다. 이로 인해 석유가스 정제와 관련
화학 산업, 플랜트 설비 등 사업다각화 분야에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건설
분야에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 유망하며,
투르크 호수 주변 건설 사업에는 담수화 플랜트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vaza 관광특구 개발 사업도 건설 분야의 주요 진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제르바이잔도 정부가 석유생산 확대를 위해 앞으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므로, 풍부한 석유 및 가스개발 사업 분야에 진출이 진행되어야 한다. BTC
송유관 확충, ACG 유전개발 투자와 Shah-Deniz 가스전 개발 및 남카프카즈 가스
관(SCP) 건설이 생산과 수송과 관련된 대표적 진출 분야일 것이다. 타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제르바이젠 정부도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스 정제 및 정유 공장 등 플랜트 건설 분야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카
스피해 근처의 동부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분야 진출도 증가할 것이며, 에너지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환경 산업도 주요 진출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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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지역별 주요 진출 기회

Ⅳ. 결 론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경기침체라는 큰 충격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던 중앙아시아의 고성
장이 끝나고, 2009년 중앙아시아 전체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10%p 이상 하
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물론 금융위기의 충격
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은 국가규모가 크고
대외 개방이 이루어진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아제르바
이젠에 크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 두 국가는 막대한 자원 부존량에 힘입은 수출 증
가를 통해, 향후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경우 동반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은 대외 개방도가
낮아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회복을 위한 기초체력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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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외개방이 적게 이루어져 충격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산업 발전과 막대한 가스 부존량 등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수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자원의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0년대 중반 자원가격의 급등으로 고성장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자원가격이 급락하자 이들 중앙
아시아 경제도 동반 침체하게 된 것을 보아 쉽사리 짐작 할 수 있다. 결국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경제 회복과 재성장은 자원가격 상승에 달렸으나, 이들 국가가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각국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등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위기 이전의 고도 성장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에 미친 충격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와 기
회를 동시에 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로 생긴 對중앙아시아 진출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려, 중앙아시아 내 자원 확보 및 내수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투자환경은 다소 부족하
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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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을 사례로 교통물류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과수송 발전 전략의 배경과 목적, 세부계
획 및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현재 유라시아 공간에서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벨트는 중요한
지전략적 관심 대상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거대게임’(Great Game)1)의
중심지, 유라시아의 ‘심장부’(heartland), 유라시아의 발칸(Balkan), 동ㆍ서양을 연
결하는 ‘교역로’(Silk Road) 등에서 표현되듯이,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양

1) 홉커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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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북반부와 남반부,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
충지이다.2)
유라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동-서, 남-북 연결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중앙아시아는 바로 교통물류의 측면에서 강대국들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EU는 구 소비에트국가들을 러시아의 영향권에
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유럽횡단네트워크(TENs: Trans-European Networks)3)와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트라세카(TRACECA)4)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또한, 유라시아 교통체계에서 러시아(TSR)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TCR)은
자국의 국제운송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송
로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서진(西進)을 위한 다양한 교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러한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여 북유럽에서 서남아
까지 러시아를 통해 카스피해 연안국을 포괄하는 남북국제운송회랑(North-South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주변

2) 유라시아공간의 지정학적 게임과 중앙아시아의 문제는 신범식(2006)을 참고.
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이상윤(2002).
4) 트라세카(TRACECA)란 EU의 발의로 1993년부터 착수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까
지 동-서 축(west-east axis)으로 유럽(Europe)-흑해(Black Sea)-카프카즈(Caucasus)-카스피해
(Caspian Sea)-중앙아시아(Central Asia)로 연결되는 도로, 철도, 항공노선을 포함하는 국제운송
회랑을 개발하자는 프로그램이다. 흔히 이것은 현대판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TRACECA의 운송회랑이 고대 실크로드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TRACECA는 이 지역 국가들의 유럽 및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시켜 정치ㆍ경제적 독립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EU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통 프로젝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원용
(2008)을 참고.
5) 남북국제운송회랑(North-South ITC)은 북유럽, 러시아, 페르시아만 국가, 그리고 인도간 효과적인
운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운송인프라 발전 사업이다. 러시아는 남북국제운송회랑이 카스피해 연
안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와 페르시아만,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운송망을 통해 유라
시아 통과운송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원용(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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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이 교통물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협력의 축을 강화하려는 의지
가 표출되면서 중앙아시아는 새로운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조정자라는 위상으로
까지 격상되게 되었다. 소위 21세기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6)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중앙아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거대한 천연자원의 개발에 집중되었는
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시된 교통물류 측면의 지정학적 위상을 재평가하
고 국가발전전략을 검증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유라시아 신거대게임의 공
간인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체계를 공간지배전략과 국제운송로의 관점에서 분석하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전망
을 운송수단별로 분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카자
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교통발전전략과 국제운송로 발전전략의 내용을 분
석하는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
점을 활용해 자국을 대륙간 교통물류 요충지로 변모시켜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
한다는 이른바 Great Bridg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카자흐스탄은 2015년
을 목표로 전반적인 교통인프라의 확충을 비롯해 교통투자계획, 그리고 국가교통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한 전략을 수립했다. ｢교통전략 2015｣에 따르면 카
자흐스탄 정부는 4,000㎞이상의 철도, 8,000㎞ 이상의 도로는 물론 카스피해 항
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교통전략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전략도 확정했는데, 그 핵심 요지는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럽지역, 아ㆍ태지역, 남아시아지역 등의 경제권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6) Edward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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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교(transit bridge)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3개의 ‘교
통축’을 설정하여 지역개발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유라시아 ‘통과국’으로
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그에 부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연간 통과수송수입은 5억 달러에 불과하
여 유럽-아시아간 전체 통과수송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
연 카자흐스탄은 통과국으로서 어떠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실현
하는 데는 어떠한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의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
만 등 교통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
점과 통과수송국으로서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카자흐스탄의 영토를 통과하는 운송
로가 진정한 의미의 유라시아대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Ⅱ.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체계: 지정학적 관점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의 일이다. 국내에서 에너지안보 위기 문제가 핫이슈로 제기되고,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기는 했지만,7) 사실상 교통물류적 측면에서 중앙

7) 이재영ㆍ박상남(2007), 이웅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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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가 보유한 잠재력과 국제통과운송로의 하나로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물론 교통물류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 중심의
‘동북아물류중심’이라는 기존의 협소한 사고틀을 유라시아대륙 전체로 확장할 필
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관심은 주로 유라시아의 핵심국인 ‘러시아’에 집중되었
고, 중앙아시아권 교통물류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 설정하지는 못했
다.8) 따라서 그 동안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으며, 그나마 문
명사적 관점에서 ‘실크로드’를 재조명한 연구 정도가 의미있는 성과였으며,9) 가장
최근에서야 중앙아국가의 교통물류체계 현황, 그리고 한국의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10)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관심은 과거 ‘실크로드’의 영화가 재현될 수
있는가, 과연 이들 국가들을 관통하는 운송로가 명실상부한 21세기판 ‘新실크로드’
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국제운송회랑(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은 사람과 물자를 이
동시키는 단순한 교통물류체계의 문제들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려는 지정학의
대상이며,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치의 횡단선’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체계는 다양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요
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대립ㆍ갈등하는 양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11)
첫째, 중앙아시아 교통물류복합체의 발전 문제는 세계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발

8) 성원용ㆍ임동민(2005)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을 참고. 후자의 연구 내용에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라는 별도의 장이 수록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주된 내용은 모두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었다.
9) 박주식(2007).
10) 변현섭(2009).
11) 이하의 내용은 주로 Ауелбаев(2008)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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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지정학적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유라시아 공간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대립 구도를 정리하면, 하나는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한 교통체계를 발전시
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 화물을 북으로는 러시아를 통해, 남
으로는 이란을 통해 운송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
을 행사하려는 세계열강의 치열한 경쟁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통물류산업을 활성
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국제운송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
하는 것마저 제한했다.
둘째, 유라시아대륙 내 러시아와 유럽간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점차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유라
시아대륙에서 펼쳐지는 게임의 공간에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이다. 중국은 유라시
아정치의 교통물류적 요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독립적인 플레이어이며, 또한 중
앙아시아와 아ㆍ태지역을 연결하는 통과국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영향력 증대에 우려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쪽으로 중국과 교통협력을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
해 있다는 데 있다. 중앙아시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
도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펼쳐지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의 산물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적 단위에서 이 지역을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
의 발전에 대한 통일된, 그리고 단일한 의견을 아직 도출하지 못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현재 교통물류 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제기구나 조직, 예를
들자면 SPECA,12) UN ESCAP, SCO, EurAsEC13) 등에서 협력하고 있지만,14)
12) SPECA는 UN의 Special Programme for Economies of Central Asia을 뜻하는 말로,
UN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과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국가는 중앙아 5개국(카

52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현재까지 진행되는 각종 교통물류 프로젝트는 국가간 협력구도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위국가의 교통네트워크에서만 진행될 뿐이고, 국가간 연계운송로와
관련된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중앙아시아에서 철
도 및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국제프로젝트가 제안되기
는 하지만, 사실상 교통인프라 개발은 개별 단위국가의 내부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지역적 단위의 사업은 극히 드물며,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사업은 미래에나 가능한
계획쯤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륙간운송회랑의 한 구간으로
서 중앙아시아와 인접지역을 연결하는 교통프로젝트가 일부 실현되기는 했지만,
이것조차도 유럽-아시아 간 대륙교를 구축하려는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계획
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열강 중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
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ADB 등 6개의 다자기구15)가 지원하는 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16) 프로그램이 중앙아시아의 경
쟁력 있는 운송로를 지정하고, 지속적ㆍ안정적ㆍ사용자 친화적인 교통통상 네트워
크를 발전시켜 여객과 화물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한다는 목표 하에 CAREC 교
통무역활성화전략(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17)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CAREC

13)
14)
15)
16)
17)

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아제르바이잔이 포함된 6
개국이었고, 2005년 12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되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Еврази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ЕврАзЭС)로 영어로는
Eurasian Economic Community(EURASEC, 또는 EAEC)로 표현된다.
자세한 내용은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2006), pp. 60-62 참고.
6개 다자기구는 ADB, EBRD, IMF, IDB, UNDP, World Bank 이다.
CAREC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ADB(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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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적으로 과거 UN ESCAP이 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해했던 역할
을 중앙아시아권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 외에 아직 앞서 언급한 과거의 한계
를 탈피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넷째,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이 지역의 동서남북으로 과거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세력, 새롭게 공간을 지배하고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세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 구도에서 실리를 찾으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교차 충돌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입물류의 중심축은 철도, 도로, 파이프
라인으로 견고하게 연결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국경을 관통하는 북부 축이다.
러시아에게 이 축은 중앙아시아에 직접적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축으로써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방적인 대러 의
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류축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 이란, 미국, EU
국가들이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세계의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는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입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지정학적 자원은 제한적이고 국가간 지역협력이 견고하지 못해 외부세계의 지정학
적 경쟁구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자신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
고, 이들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교통물류체계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다음 중앙아시아 지역의 서부 축에서 진행되는 경쟁 구도의 핵심에는 ‘카스피
해’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구도
에는 러시아, 이란, 그리고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카프카즈 국가들이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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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 간에는 남북 축으로는 TRACECA와 North-South ITC 프로젝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동부 축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추진하는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계획은 중국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중
국은 카스피해, 이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석유ㆍ가스 광구와 연계되는 국제운송
로 건설을 통해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교통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남부
국경에서 서방 국가와 이슬람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남부 축은 오랜 기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란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교통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물류 축
에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모두 자신의 영토를 관통하는 국제통과운송로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타지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매
우 열악한 상태에 있지만, 일종의 교통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교통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국제금융기구, 중국, 이란, 미국 등의 자본
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정치적 고립주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국제운송로 활성화에 투르크메
니스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
피해의 수운을 발전시켜 TRACECA와 North-South IT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유라시아철도망의 남부노선에서 테드젠(Теджен)-세
라흐스(Серахс)-메쉬헤드(Мешхед)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교통로를 갖고 있기도 하다.
다음 Ⅲ장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공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체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교통수단별로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본다.

55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그림-1. CAREC와 유라시아국제운송로

자료: IRU(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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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현황

1. 운송실적 평가
2000년대 카자흐스탄의 운송실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먼저 화물운송
실적을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다소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
고는 있지만 2001~08년간 평균 7%씩 성장해왔다. CIS 전체 평균이 연간 5.4%씩
증가해왔던 것을 비교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실적은 평균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화물운송실적 증가 추세의 둔화 현상은 카자흐스탄만의 현상
은 아니다. CIS 전체 평균도 2006년 이후 그 증가추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0
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건실한 경제실적을 보여주었던 러시아의 경우도 상
황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실적 증가 추세의 둔화는 경제성
장률이 2006년 10.6%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경제상황과 결코 무
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실
적은 2000년 대비 8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이 카
자흐스탄을 추월하기는 했지만, 2008년 러시아의 화물운송실적이 2000년 대비
25% 증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실한 증가 추세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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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화물운송실적 지수(파이프라인 제외)
2001

2003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CIS 전체

117
114
98
111
113
97
121
102
100.8
103
105

112
92
110
110
109
109
113
104
121
116
108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CIS 전체

117
114
98
111
113
97
121
102
100.8
103
105

142
177
117
137
138
112
167
103
121
123
117

2004

2005
2006
전년대비(%)
107
111
108
93
123
119
107
109
109
100.2
112
…
109
104
106
104
91
99.8
94
93
98
104
109
109
117
115
110
105
98
109
106
106
108
2000 = 100
152
169
181
165
202
241
125
136
148
137
153
…
151
157
166
117
106
106
156
146
143
107
116
127
142
163
180
129
127
139
124
131
141

2007

2008

102
105
106
…
105
116
111
99
104
108
103

106
88
111
…
103
121
94
99.4
107
99.5
102

184
252
157
…
175
123
159
126
188
150
145

196
223
175
…
181
148
149
125
200
159
147

자료: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 http: //www.cisstat.com/eng/mac-05.htm

한편, 카자흐스탄의 여객운송실적은 다른 CIS 국가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CIS 전체 평균의 여객운송실적은 2004년을 제외
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증
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실적이 전년대비 1%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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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전체의 여객운송실적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발전 추이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CIS의 여객운송 부문은 전반적으로 체제전환에 따른 교통 부문의 침체를 완전
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2008년 CIS 전체 평균의 여객운송실적은 2000
표-2. 여객운송실적 지수
2001

2003

2004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CIS 전체

103
114
102
99.4
129
100.8
65
97
115
98
99

103
111
91
101
98
102
106
95
131
100
96

104
107
96
101
106
103
104
99
133
104
101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CIS 전체

103
114
102
99.4
129
100.8
65
97
115
98
99

106
131
88
103
138
95
91
87
180
99
91

109
140
85
104
145
98
94
86
240
102
92

2005
2006
전년대비(%)
105
106
110
120
99
98
102
…
106
107
98
102
103
100.5
76
88
117
99
103
100.5
88
95
2000 = 100
115
122
154
185
84
82
107
…
153
164
96
98
97
97
66
58
281
278
105
105
81
77

2007

2008

108
102
103
…
105
104
100
89
112
99.7
96

108
98
89
…
101
107
102
97
101
101
99

132
190
85
…
173
102
97
52
310
105
74

143
187
75
…
175
109
99.6
50
314
106
73

자료: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 http: //www.cisstat.com/eng/mac-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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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73% 수준에 불과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에 있
다. 이것은 주민의 이동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대조적
으로 카자흐스탄의 여객운송실적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08
년의 실적을 보면 2000년 대비 75% 증가한 상태에 있다.
2. 운송수단별 현황 및 실적
가. 철도

카자흐스탄의 교통체계는 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운, 파이프라인 등으로 구성
된다. 이중에서 철도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에서 철도의 운송분담은 매우 높았다. 광활한 영토에 주로 광물
자원과 같은 중량화물을 운송해야만 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도 예
외는 아니다. 아래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톤ㆍkm 기준으로 카자흐
표-3. 카자흐스탄의 교통수단별 운송실적
(단위: 10억톤, km)

전체
철도
도로
내륙수운
항공(백만 톤, km)
파이프라인
해운

2003
258.4
147.7
40.2
0.07
92.9
70.4
-

2004
283.1
163.5
43.9
0.08
66.9
75.6
-

2005
296.3
171.9
47.1
0.09
96.7
77.1
-

2006
328.5
191.2
53.8
0.04
69.9
83.3
-

2007
350.5
200.8
61.5
0.05
88.1
87.8
0.3

2008
369.7
214.9
63.5
0.06
69.4
90.3
0.8

자료: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http: //www.stat.kz/digital/tran/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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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의 철도는 전체 물동량의 58.1%를 처리했다. 만일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 본
다면 그 비중은 76.9%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에서 가
히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통수단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 철도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철도 총연장길이에서도 단연 앞서고 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기준으로 철도의 총연장은 15,082km로 철도왕국이라 불리는 러시아의 1/5에 조금
못 미치지만 다른 중앙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4.8배이고, 우
즈베키스탄의 3.6배에 달한다. 그러나 철도 총연장길이에 비해 노선밀도는
5.5(km/1,000㎢ )로 러시아보다는 높지만 투르크메니스탄(6.3)과 우즈베키스탄
(9.5)보다는 낮다. 상대적으로 영토 규모에 비해 철도의 총연장이 짧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철도운송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전철화율에서도 아직
카자흐스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전철화구간의 총연장은 약 4,100km로 러
시아의 절반 수준인 27.5%에 불과하다. 철도의 총연장길이 중 10,547km가 자동
폐색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열차집중제어장치(CTC)가 구비된 노선의 총연장은
8,816km이다.18)
현재 카자흐스탄의 철도는 총 5만6천명에 130개의 지사로 구성된 АО «НК «Қ
азақстан темiр жолы»(JSC “NC “KTZ”)가 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2006
년간 철도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선 철
도운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카자흐스탄 철도회사 АО «НК «Қазақста
н темiр жолы»에서 분리하고, 수리 및 운송지원관련 기업들을 독점에서 경쟁부문
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화차운영 및 물류서비스 시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18)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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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의 철도지표 비교(2007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총연장
(천km)
85.2
15.1
0.4
0.6
3.1
4.2

천km
43.5
4.1
0.6

전철화구간
전철화율(%)
50.4
27.5
13.9

노선밀도
(km/1,000㎢)
5.0
5.5
2.1
4.3
6.3
9.5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Росстат)(2008), pp.
247-248

표-5. 카자흐스탄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1
2
3

4

5
6

내용
계
경쟁부문으로 전환된 기업
58
철로 수리기업(2), 화차수선기업(15), 기관차 수리기업(31), 세탁콤비나트(10)
경쟁부문으로 전환해야 할 수리기업
12
철로수리기업(1), 화차수리기업(3), 기관차수리기업(8)
경쟁부문으로 전환해야 할 지원활동기업
7
АО «Кедентранссервис», ТОО «Компания «Жолаушылартранс», АО«Казтранссервис»
(49%), АО «Транстелеком» (49%), ППС: «Акжайык - Батыс», «Ертыс - Сервис», «
Казыкурт - Юг»
АО «НК «КТЖ» 소속 기업
12
АО «ВЖДО», АО «Локомотив», АО «Локомотивный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АО «Цент
р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ервиса», АО «Цент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сервиса», АО «Казтемиртр
анс», АО «Темиржолжылу», АО «Темиржолсу», ТОО «Лесозащита», АО «Казтранс
сервис» (51%), АО «Транстелеком» (51%), АО «Казкортранссервис» (12.69%)
공영소유로 양도된 철도역
80
공영소유로 양도해야 할 철도역
36
아크몰라 주(6), 코스타나이 주(9), 동카자흐스탄 주(14), 악퇴베 주(7)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민간자본의 운송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2007년 현재 34,685량(35.7%)의 화차는
189개의 민간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70개의 물류기업이 화물운송의 75%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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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여객수송에 참여한 업체도 2007년 7개 업체에서 2008년에 12개 업체
로 증가되었다. 또한 ‘철도교통법’을 채택하여 시장조건에서 철도산업이 정상적으
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도 구축되었다.
전반적으로 철도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도교통은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선은 화물운송에서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석탄, 철광, 농산물 등과 같은 제품은 철도화물운송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낮은 요율체계는 지속되고 있다. 철도산업의 구조개
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객수송이다. 철도운송의 성격상 채산성이 낮은 여
객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2005년부터 정부가 보조를 시작했지만, 사회적 의미
가 부여된 구간(약 40%)을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아직
도 미약하다. 노후화된 객차를 교체하는 사업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가 갈수
록 객차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08년의 부족분은 315량
이며, 2009년 489량, 2010년 608량, 2011년 720량, 2012년 807량 등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는 2007년에 ‘2011년까지 철
도산업발전 총계획’을 연구하여 발표했다. 이 계획은 ① 경쟁 발전을 위한 우호적
인 조건의 창출 ② 요율정책과 법규의 토대 개선 ③ 철도교통서비스에 대한 동등
한 접근성의 제공 ④ 인프라발전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이 필수적이다. 2007
년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는 총 1,386억 2,600만텡게였다. 이들 자본투자를 재원
구성별로 살펴보면, 자기자본은 863억 3,700만텡게(샤르-우스찌-카메노고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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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간 건설에 95억 텡게 투자 포함), 차입 428억 5,900만텡케, 정부예산 94억
3천만텡게(여객운송지원) 등이었다. 카자흐스탄의 향후 전략계획에 따르면 2012년
까지 총 3천km에 달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500량의 기관차와 23,000량의 화차
를 구입할 예정이다. 향후 부문별 투자계획은 아래의 [표-6]과 같다.

표-6. 연간 요율 인상을 고려한 투자 계획(2008∼2012년)
(단위: 10억 텡게)

철도망
기관차
화차
계

2008
69
22.3
25.3
116.7

2009
79
23.2
36.0
137.9

2010
75
26.7
45.4
146.9

2011
76
72.1
70.5
218.3

2012
81
109.7
77.1
267.9

총계
379
254.2
254.5
887.8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나. 도로

2007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전체 도로의 총연장은 128,000km이고, 이중 공용
도로의 연장은 93,140km이다. 카자흐스탄의 공용도로의 포장율은 90.2%로 총
84,031km에 달한다. 포장율은 우즈베키스탄(96.5%), 타지키스탄(92.0%), 키르기
즈스탄(90.5%)보다는 낮지만 러시아(85.2%)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포장도로의
도로밀도는 30.8 km/1000㎢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1/3 수준에 불과한
데, 이는 광활한 영토에 비해 도로망이 발전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도 하다. 도로밀도의 지역간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 2007년 기준으로 北카자흐
스탄州의 경우에는 도로밀도(km/1000㎢)가 72.0 이지만 악퇴베州는 17.2, 아티라
우州는 18.8, 키질로르다州는 12.0, 망기스타우州는 13.3으로 北카자흐스탄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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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6.1%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19)
표-7.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공용도로지표 비교

3)

러시아
카자흐스탄1)
타지키스탄3)
3)
투르크메니스탄
3)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2)
주: 1)
2)
3)
4)

연도

총연장(천km)

2006
2007
2000
1996
1999
1991

713.9
93.1
13.6
13.6
43.5
18.9

포장도로
천km 포장율(%)
608.1
85.2
84.0
90.2
12.5
92.0
12.1
89.0
42.0
96.5
17.1
90.5

도로밀도(km/1000㎢)
전체
포장도로
41.8
35.6
4)
34.1
30.8
95.2
87.6
27.7
24.8
97.2
93.9
94.5
-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08), p. 31, 39, 4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Росстат)(2008), p. 25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Росстат)(2007), p. 169.
필자 계산

카자흐스탄의 현재 도로상황은 교통량과 안전성 기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
태이며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도로건설의 기술적 수준
을 높이고 기존도로를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카자흐스탄 도
로의 건설 및 보수는 축하중이 13톤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모든 국제운
송로는 2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수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9일자 정부령에 의해 2006~2012년간 도로산업발전 프로그램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총 42,00km의 공용도로를 보수할 계
획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보수계획에 따라 2012년이면 국가도로망의 약 86%와 지
방도로망의 약 70%의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에 대한 투자의
증대가 주목되는데, 최근 7년간 지방도로망을 포함하여 도로산업에 투자된 자금은
19)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0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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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달러에 달한다. 2001년 245억텡게에 불과했던 도로투자가 2007년에는
1,343억텡게로 증가되었다. 이 기간 중 약 93,000km의 공용도로 중 22,000km의
도로가 재건 또는 보수되었다.20)
최근 도로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상황은 2008년 7월 5일자로 수정된 양허법21)에
따라 도로건설과 관련된 장벽들이 제거되고, 도로건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개선하
면서 양허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건설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부문에서는 총 1조2천억텡게 규모의 10개 양허 프로젝트를 2단
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08년 12월~2009년 경쟁입찰을 통해 2009
년부터 4개의 프로젝트22)가 실행될 예정이고, 2단계로 2009년 1/4분기에 3개의
프로젝트23)가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프로젝트24)는 법령이 정한 기
간에 따라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다. 항공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66개의 항공사가 활동하고 있다. 총 41개의 항공사가 여
객과 화물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7개가 정규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공항은 총 22개가 있다. 이들 중 15개 공항이 국제공항이며, 그

20)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p. 7.
2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
е акт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вопросам концессии»(5 июля 2008 года)
22) 아스타나-카라간다, 알마티-카프샤가이, 알마티-호르고스의 도로 재건, 볼쇼이 알마티 칼쵸도로 건설
23) 타쉬켄트-쉼켄트-잠빌주 국경, 베이네우-악타우 도로 재건, 아스타나-쉬친스크 도로의 지능형교통체
계(ITC) 구축
24) 우랄스크-오진키, 카라간다-카프샤가이, 베이네우-샬카르 도로의 재건 및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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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IKAO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항은 9개이다. 카자흐스탄의 민강항공기는
729대이며, 이중 620대가 일반항공기이며, 헬리콥터는 109대이다. 현재 «Air
Astana», «SCAT» 등의 항공사가 15개 국가에 운항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는
19개국의 28개 항공사가 정기여객운항을 하고 있다. 국내노선에는 총 40개의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국내항공운송보조’ 예산프로그램(2008년 6억 6,700만텡게)
에 따라 아스타나와 타라즈, 제즈카즈간,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세메이, 코스타나이,
탈디코르간, 파블로다르를 각각 연결하는 노선과 <카라간다-우스찌-카메노고르스
크>, <카라간다-크질로르다> 구간을 운행하는 2개의 州간 운항 노선이 취항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6월부터는 東카자흐스탄 州에 첫 번째로 州 내부의 보조금
지원 항로가 개통되었다.
항공운송이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톤ㆍkm기준으로 볼
때 0.02%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며 물동량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매년 등락
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여객운송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54억 9,500인ㆍkm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표-8. 항공운송실적
단위
톤
화물
천 톤ㆍkm
천명
여객
백만인ㆍkm

2003
24213
92883.5
1275.2
2654.1

2004
18247
66921.6
1313.8
2638.4

2005
20667
96662.8
1679.1
3265.4

2006
16530
69910.9
1949.4
3787.2

2007
25712
88148.7
2745.4
5456.8

2008
22708
69340.1
2807.7
5495.0

자료: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http:
//www.stat.kz/digital/tran/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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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여객운송실적은 급속한 성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항공사들이 신
종 대형 항공기로 기종을 교체하는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2007년 «Air Astana»
社는 Boeing 767/300 2대, Airbus 320 2대, Airbus 321 2대를 운용리스로 획득
하여 총 1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Airbus-319 1대,
Airbus-320 2대를 추가로 운용리스로 획득했다. 또한 «SCAT»사는 Boeing
767/500 2대를 운용리스로 획득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23기의 항공기를 보유하
게 되었다. 2009년에는 노후화된 Ан-24, Як-40 기종의 교체를 위해 CIS권에서 보
다 현대적인 항공기를 취득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항공운항서비스는 «Казаэ
ронавигация» 공사가 맡고 있다. 현재 운항체계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설비현대화에 총 60억 텡게가 투자되었다.

라. 내륙수운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내륙수로 총연장은
4,054km이다. 카자흐스탄의 내륙수운에서 주로 이용되는 강은 이르티시
(1,719.5km)와 일리-발하쉬(1,308km), 우랄-카스피(956km)이다. 지역별로 살펴보
면 東카자흐스탄州(1,086km), 카라간다州(978km), 파블로다르州(634km), 西카자
흐스탄州(623km)가 비교적 내륙수운이 발달된 지역이다. 전체 내륙수운의 노선밀
도를 보면 [표-9]에서와 같이 2007년 기준으로 1.5 km/1,000㎢이며, km당 운송밀
도를 살펴보면 화물은 12,900톤ㆍkm이고, 여객은 148.1인ㆍ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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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내륙수로 총연장(km)
카자흐스탄 전체
알마티 州
아티라우 州
西카자흐스탄 州
카라간다 州
파블로다르 州
北카자흐스탄 州
東카자흐스탄 州

2003
4032
330
333
623
978
634
50
1084

2004
4032
330
333
623
978
634
50
1084

2005
4032
330
333
623
978
634
50
1084

2006
4052
330
333
623
978
634
70
1084

2007
4052
330
333
623
978
634
70
1084

2008
4054
330
333
623
978
634
70
1086

자료: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http:
//www.stat.kz/digital/tran/Pages/default.aspx

내륙수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오다가 2007년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륙수운이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
라 이용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박 및 기초인프라시설의 낙후 등으로
당분간 정체상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10. 내륙수로 밀도 및 운송밀도
노선밀도(km/1,000㎢)
화물 천 톤ㆍkm
km당 운송밀도
여객 인ㆍkm
화물
천톤
운송실적
여객
천명

2003
1.5
17.8
223.2
485.1
60.6

2004
1.5
20.7
124.0
677.5
46.0

2005
1.5
22.2
124.0
830.5
43.3

2006
1.5
9.9
98.7
1260.4
42.6

2007
1.5
12.9
148.1
1288.8
53.0

2008
1214.2
96.1

자료: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08), p. 60.

마. 해운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를 통해 석유, 철, 곡물 등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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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운송을 담당하는 기업은 АО «НМСК «Казмортрансфлот»이다. АО «НМСК
«Казмортрансфлот»는 12,000톤 용량의 석유탱커 3척, 3,600톤 용량의 전마선, 5
척의 견인선 등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악타우항은 카자흐스탄의 유일한 국제상업항이다. 2007년 악타우항을 통한 화
물처리량은 1,100만 톤이었으며, 이중 석유는 930만 톤이고 건화물은 170만 톤이
었다. 현재 2천만 톤의 원유와 3백만 톤의 건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용
량을 확대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석유 및 건화물 선석과 보호시설물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3억 4,700만 달러이다.
바우티노항은 해운 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석유채굴기업을
위한 화물(설비, 건설자재, 가연윤활유 등) 처리를 주로 하고 있다. 바우티노에는
주로 카스피해 사주 연구를 하는 기업들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다. 카스피해의 카자
흐스탄 영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항만터미널 운영
자들은 바우티노항의 인프라 설비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영해를 개발하는 국가프로그램에 따라 쿠릭항에
연간 2천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석유전용항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노선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 및 이에 수반된 프로
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쿠릭항만 지역에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
해 선박운항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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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자흐스탄의 ｢교통전략 2015｣25)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6년 3월 향후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교통정책의 목
표와 과제 등을 규정한 ｢교통전략 2015｣를 채택했다. 총리 다니엘 아흐메토프는
“｢교통전략 2015｣는 대통령이 제출한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 전략에 개념적으로
완전히 부합된다”고 말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략에서 계획한 3조4천억
텡게의 재정도 “물론 우리들은 여력이 되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라고 언급했다.26)
｢교통전략 2015｣의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 및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수요를 완전
히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카자흐스탄 교통복합체의 선행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교통이 단순히 경제발전을 따라가며 발생하는 물동량의 이동
을 보장한다는 후행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의 발전이 경제발
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교통전략 2015｣이 설정한 사명은 국가의 교통정책과제, 통과수송의 잠재력 및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대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서 이처럼 교통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의지는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지
난 2001년 6월 11일 정부령 No. 801에 따라 승인된 ｢2008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국가교통정책개념｣27)(이하 ｢국가교통정책개념 2008｣로 약함)도 전형적인 예라 할

25)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года｣
26) IRU(2007), p. 140 재인용.
27)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пери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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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통과수송 효율성의 향상, 현재와 미래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교
통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교통복합체의 선행적 발전을 목표로 설정했던 ｢국가교
통정책개념 2008｣은 나름대로 카자흐스탄의 교통복합체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
기도 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국가교통정책개념 2008｣이 일정 정
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평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국가적 의미를 함축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현재
모든 교통수단의 고정자본의 마모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가 교통복합체 인프라의 신속한 복원과 현대
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전의 ‘프로그램’이나 ‘개념’과 달리 ｢교통전략 2015｣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교통’의 전략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전략 2015｣은 서론 부분에
서 광활한 영토를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의 경제, 또는 국가의 경쟁력은 많은 부분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성에 좌우될 것이며, 카자흐스탄의 상품과 서비스, 나아가 전
체 경제의 경쟁력은 교통인프라가 국가교통정책이나 통과수송정책에 부합되는 발
전된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교통
은 도시와 거주지를 연결하면서 광활한 국가를 지역적ㆍ행정적으로 통합하고, 국
방과 안전을 담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목표에서 출발하여 ｢교통전략 2015｣은 장기 사회경제적, 지정학
적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체계발전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 교통인프라의 발전, 대외 교통서비스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운송업의 경쟁력

д до 2008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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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과수송 잠재력 이용의 효율성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교통체
계와 세계교통체계의 통합 달성
- 동서, 남북 방향으로 노선과 거점을 연결하는 주요 기간교통망에 기초하여 대
외적으로 통합된 단일한 교통공간을 형성하고 현대적인 유망한 교통인프라를
구축
- 국가규제체계의 개선, 통과수송 잠재력의 향상과 효과적인 실현, 현대적인 기
술의 이용 등을 통해 최대한 교통과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국내ㆍ통과ㆍ수
출입 운송 노선에서 최종제품의 물류비 절감
- 카자흐스탄의 교통법규를 지역ㆍ국제기구의 국제법률 규정과 표준 사항에 일치
- 단일한 경제공간의 강화와 지역간 연계의 발전, 교통인프라의 발전 및 효율적
인 이용 등을 통해 사회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을 보장
- 혁신기술 및 인프라 클러스터의 발전을 통해 카자흐스탄 교통체계의 경쟁력
을 제고
- 교통과정의 안전보장, 교통사고 발생수 및 부담 감소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환경표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 국가정책을 추
진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을 통해 생태안전 및 에너지자원의 합리적인 이
용을 보장
- 교통부문에서 우호적인 투자환경 형성
한편 ｢교통전략 2015｣는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고려하여 향후 추진되는 국가정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교통서비스와 교통인프라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교통서비스 가격은 소득
수준과 연동되어야 하고,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카자흐인들은 교통인프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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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는다.
둘째, 교통은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안전해야 한다.
셋째, 교통은 각개의 산업과 경제 전체가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교통인프라와 교통서비스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국영기업이 직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국가의 기능
은 교통정책 연구, 규제 및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교통전략 2015｣는 향후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①교통활동에 대한 국가규제체계의 개선, ②교통인프라의 구축
및 발전, ③교통서비스시장의 발전, ④교통체계의 지역적 발전, ⑤교통안전의 향
상, ⑥통과운송 잠재력 이용의 효율성 향상, ⑦교통부문의 혁신적 발전, ⑧교통부
문의 학술 및 인적 잠재력의 향상 등 8개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결정하고, 이들이
개개의 교통수단별로 동등하게 관철되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전략 2015｣는 철도 및 도로의 신설 및 개선, 전철화, 항만인프라의 확충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교통인프라를 단계별로 현대화할 계획이며, 사업 실행기간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2006~10년간, 2단계는 2011~15년간 지속할 예정이다.
교통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재정과 정부ㆍ민간파트너
십(PPP)에 기초하여 조달될 것이며, 카자흐스탄 내 투자금융조직과 국제금융기구
(EBRD, ADB, World Bank)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간 중 프로
그램의 투자수요는 2005년 가격 기준으로 약 3조4천억 텡게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70%는 민간투자로 충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전략 2015｣이 원만하게 실행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는 카자흐스탄 교통복합체가 세계교통체계와 조직적으로 통합되고, 교통체계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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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새롭게 작동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최적의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의 생태학적 위험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고, 환경오염 유발 요인 중 교통의 비중은 2.5배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
내 운송업자와 교통회랑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교통 및 교통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상품 및 서비스 가격 구성에서
교통부문의 비중은 6.9%로 낮아지고, GDP의 교통 비중은 2005년 11%에서 2015
년에는 7.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여객수송은 1.5배, 화물수송은
2배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인구 1,100명 이상의 거주지에 정기교통수단이 제
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과수송의 증가도 예상되는데, 2005년 936만4천 톤
에서 2015년이면 3,220만 톤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통과수송 수입도 2005년
463억텡게에서 목표연도인 2015년이면 1,363억텅게로 3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

Ⅴ. 카자흐스탄의 통과수송 발전 전략

1. 통과수송 발전의 배경
카자흐스탄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CIS
등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상호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유라시아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를 국제통과수송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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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1세기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은 과학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수출 및 교통ㆍ통신ㆍ에너지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과 여러 측면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과제들 중 하나는 교통서비스
부문의 발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방향은 ‘국제통과수송’ 서비스의
발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와 방향 설정은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과 세계경제체제에서 작동되는 물적 토대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경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국제교역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세계경제공간으로의 통합과정은 경제통상관계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간ㆍ대륙간 안정적인 상품운송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28)
한편, 이제는 ‘교통물류’ 그 자체를 보조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산업
으로 바라보려는 적극적인 사고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경제체제에서 교통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서 교통부문의 비중은 약 6%에 달하고, 세계노동력의 3~9%가 교통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1톤의 제품은 860~900톤ㆍkm의 운송서비스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29) 즉 향후 어느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담보하고, 그 국
가가 보유한 교역 잠재력을 실현하는 문제는 결국 많은 부분 새로운 유망한 운송
로의 구축, 그리고 운송비 절감 및 운송속도의 증대 등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는 점
이다.

28) Щербанин(2003), pp. 6-8.
29) Гусева(2008),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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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측면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 대륙간 교역 증가세에 힘입어 양 지역간
물동량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유럽과 아ㆍ
태지역간 교역은 약 6천억 달러이며, 이중 교통부문의 비중은 500~1200억 달러에
달한다. 향후 예상되는 이 수치의 증가세는 연간 6%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30) 이와 같은 유럽-아ㆍ태지역간 교역의 증가추세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
치한 국가들에게 고품질의 신뢰할만한 통과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각국은 국가교통복합체를 포함
한 육상교통회랑 구축을 글로벌 교통체계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통과수송의 발전은 전체 국제운송로의 우선적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의 성
공적인 해결을 통해 대륙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역ㆍ세계경제 전체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대륙의 동서남
북 교차로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카자흐스탄이 직면한 대외적 측면의 기회요인
중 첫 번째로 열거하기도 했다.31) 그는 주변국과의 협력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
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데 전략적 미래가 있다고 밝히
고,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이슬람
ㆍ중앙아시아국가, 근중동국가 등 약 20억 인구가 거주하는 인접 국가들이 카자흐
스탄 제품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라시아대륙에서
평화ㆍ선린ㆍ우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
고 있다.

30) Гусева(2008), p. 179.
31) Назарбаев(2005),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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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과수송 잠재력의 구성 요소32)
한 국가가 보유한 ‘통과수송잠재력’이란 “어느 특정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지나
통과수송에 따른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보유한, 상응하는
대내외적 조건, 수단 및 기회의 총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 국가가 통과수송잠재력의 질적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
어진 것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초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분
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과수송을 실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매력으로서 지리적인 위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아ㆍ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고, 러시아와
CIS, 근동 및 페르시아 만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 내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양으로 나갈 수 있
는 직접적인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소 축소될 수도 있다.
둘째, 지경학적 위치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이것은 통과국의 주변을 감싸
고 있는 경제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연 주변에 통과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을만한 경제적 토대가 조성되어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카자
흐스탄은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CIS
국가들이 감싸고 있고, 중동(이란, 터키 등)과 남아시아(파키스탄, 인도) 국가들과
도 비교적 근거리에 있다는 이점과 함께 그 무엇보다도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인 러
시아, 중국 두 국가 사이에 위치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국가들은 중러간, 또는 각각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통과국

32) 이 절은 주로 다음의 글을 축약, 정리한 것이다. Гусева(2008), pp. 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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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역할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여러 방향으
로 경제통상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다. 예를 들어 CIS의 유럽지역 국가들과 중앙아국가들간의 교역, CIS와 중국, 일
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교역, 러시아와 중동 및 남아시아간의 교
역, 유럽과 아시아간의 교역 등 다양한 지역간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의 통과수송 잠재력도 더불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통과수송 잠재력에는 지정학적 상황도 포함된다. 운송회랑의 발전에는 단
지 경제적, 기술적 요소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며, 통과하는 지역의 정치적 안정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운송회랑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통과국의 국가
간 관계의 특징이라든지, 한 지역 내의 대외적 역학 구도 등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 이런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통과운송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
려운 상황들이 조성되어 잇다. 이라크전쟁의 발발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치군사
적 불안은 오랜 기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통과수송로의 발전을 제약해왔다.
또한 ‘통과수송잠재력’에는 국가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들도 포함한다.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통인프라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여객과 화물의 이동
을 위해 필요한, 예를 들어 기간교통망, 교통수단, 공항 및 항만, 설비가 갖추어진
국경통과 시설 등 최소한의 기술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 교
통물류체계의 핵심은 철도와 도로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프라발전 정도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기간교통망의 통과수송능력은 낮고, 기
술상태도 낙후되어 있으며, 주요 고정자산 마모율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
둘째, 교통서비스 시장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도 ‘통과수송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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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원활한 통과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기술적 사항, 교통과정의 사회경제적 요소, 교통부문의 기업활동 등 주요 교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구비되어야 하
며, 또한 법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교통복합체가 국제교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오래전부터 교통체계의 발전
과 관련된 개념(conception), 프로그램(program), 전략(strategy) 등을 채택한 바 있
으며,33) 가장 최근인 2006년에는 앞서 언급한 ｢교통전략 2015｣를 채택하기도 했
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유럽-아시아ㆍ태평양-남아시아 경제권간 상호협력의 교량
으로서 카자흐스탄의 발전 방향과 지역개발 전략을 규정한 ｢지역개발전략 2015｣34)
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서 ｢지역개발전략 2015｣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
는 것과 관련하여 새롭게 ‘축’ 개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시장으로의
출구, 그리고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담보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향후
구축할 예정인 교통회랑을 크게 3개의 축으로 나누어 ‘북부축’은 카자흐스탄의 동
부ㆍ북부ㆍ곡창지역을 카스피해 연안이나 러시아 국경지역 출구와 연계하고, ‘남
부축’은 남쪽을 통해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출구와 연계하며, ‘중부축’은 아

33) 아래의 몇 가지 문서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Стратеги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
та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30｣(카자흐스탄의 장기발전전략 2030),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08 г.｣(2008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국가교통정책 개념),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р
идор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а｣(카자흐스탄의 국제교통회랑 발전전략),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
ия транзит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04-2006 гг.｣
(2004~06년 카자흐스탄의 통과-교통잠재력 발전 프로그램) 등이 채택되었다.
34) ｢Стратегия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2006. 8. 28
일자 대통령 포고령 No. 167호. http: //www.akorda.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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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나와 카라간다 市를 통해 종축으로 북부와 남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그림
2] 참고). 결국 이 전략은 과거 실크로드의 부활을 알리는 2개의 유라시아 교통회
랑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함축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대륙의 글로벌
교통체계에 편입시킨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전략은 단순히 횡축과
종축으로 관통하는 축에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점도시’,
그리고 미래의 축을 따라 형성될 ‘지역경제센터’ 주변 지역에 전체 경제 발전을 집
중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 카자흐스탄 지역 발전의 전략축

자료: Абишева(2007).

이러한 구상을 기초로 카자흐스탄은 진정한 대륙통과운송회랑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육상교통수단의 교통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과제를 설정했으며, 200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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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63차 회의에서는 단일한 교통회랑 구축을 기초로 중앙아시아 경제통
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폭넓은 교통운송망을 기초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 동남아와 태평양지역으로 나가는 물동량의 운송을 공동으로 보장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통과수송잠재력’에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국제교통회랑과 관련
된 국가간 상호협력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은 어느 한 통과국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기’이기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국가가 자
신의 정책과 이해관계를 고수하고, 적시에 상대국들과 타협해 나가는 능력도 큰 의
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은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EurAsEC, SCO, UN ESCAP, UN EEC, ECO, OSJD, CIS
철도교통중앙위원회 등과 같은 통합조직 및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협약을 개선하는 노력에 따라 교통 분야에서 약 200
여개에 달하는 조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조약체결
의 양적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정 및 조약을 실행하는 실천적 메커니즘
과 이들의 이행을 감독하는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 통과수송 잠재력 이용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카자흐스탄의 ｢교통전략 2015｣는 세계교통체계로의 완전한 통합과 국제통과수
송 잠재력의 실현을 중요한 전략적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통과수송 잠재력
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있다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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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이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
결하고,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지정학적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실제로 카자흐스탄이 유럽-아시아 간 교통물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철도,
도로, 항공 등에서 나름대로 거대한 통과수송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유라시아대륙을 동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물류 축에서 중앙아시아의 교
통회랑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글로벌화가 보다 심화되고, 그에 따라 동아
시아와 유럽간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가 뒤따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근 중앙
아시아의 부존자원과 거대시장을 선취하려는 21세기판 신거대게임이 본격화되면서
그 전략적 위상이 더욱더 높아졌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대륙교의 건설을 의미하는 ‘위대한 실크로드의 부활’35)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대륙
에 있는 세 개의 주요통과수송로, 즉 <유럽-중국(러시아)>, <유럽-중국(ECO36)국
가 통과)>, <러시아-중앙아시아>가 모두 카자흐스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35) IRU(2007).
36)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Организ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
ства (ОЭС))는 회원국간 지속돼온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한 분위기 창출과 지역경제협력을 증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 파키스탄 및 터키 등 3국에 의해 1985년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다.
ECO는 또한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존속하였던 ‘지역개발협력기구’ RCD(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의 계승 기구이다. ECO의 목적과 목표는 과거 전신 기구였던 RCD와
동일하다. 1979년 해체된 RCD는 곧이어 현재의 ECO라는 명칭 하에 재구성되고 새로운 기구
로 부활되었다. 1990년 6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각료회담은 RCD의 법적인 토대를 채택한,
1977년에 조인된 ‘이즈미르 조약’(Treaty of Izmir)을 개정하였다. 동시에 ECO의 기초 헌장이
된 ‘이즈미르 조약’은 새로운 기구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면서 동 회담에서 개정되었다. 1992년
ECO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7개의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여 기구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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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및 유럽국가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카자
흐스탄의 수출입 및 통과수송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통과수송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인접한 중국의 급속한 경
제성장 및 대외교역의 비약적인 증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EU를 주요 교역
국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근동 및 유럽향 물동량 중 일부를 중앙아시아의 운송로
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통과수송 잠재력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고,
또한 중국 자신도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유럽간 통과운송에 큰 관심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아시
아-유럽 간 교역 규모가 약 7천억달러인데 2015년이면 대략 1조달러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며, 계획대로 통과수송전략이 현실화될 때 카자흐스탄이 통과수송으로
얻는 수입은 2007년 5억 달러에서 2015년이면 약 11억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및 동아시아와 유럽간 통과물동량이 약 3,300~4,000억
달러라고 평가되는데, 이 물동량 중 약 20%는 카자흐스탄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37)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과운송 잠재
력의 발전을 2009~2011년간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의 세 번째 전략적 방향으로 규
정하고 있다.
논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국제운송로는 크게 ①러
시아, 유럽과 발트해 국가, ②중국, 일본, 동남아국가, ③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페르시아만 국가와 터키 등 세 개의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철도는 6개, 도로는 6개, 항공은 4개의 국제운송로가 지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라는 특성상 육상교통인 철도와 도로에 강조점을 두면서

37)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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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수송 잠재력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통과수송 발전에 긍정적인 성
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통과수송 물동량이 연간 12~13%씩 증가되고 있다. 이
러한 증가세는 주로 철도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간 이동하는 목재, 원유제품,
설탕, 과일, 기타 식료품 등의 통과수송이 증가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중
국과 중앙아시아간 식료품, 건설자재, 화학제품, 기계 및 설비 등의 수송도 증가하
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2~06년간 철도의 통과수송은 60%나 증가했다. 카자흐
스탄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5년 육상교통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통과
수송 물동량은 3,220만 톤에 달하고, 항공운송은 1억9천만km, 통과운송 수입은 약
1,363억 텡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통과물동량
증가는 기간철도망과 도로망, 공항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협력의 발전에 따른 결과
이며,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운송 요율을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카자흐
스탄 철도의 통과운송 물동량 중 일부가 다른 대체 수송로로 전환하고 항공운송
수요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의 교통물
류인프라와 교통서비스의 발전 정도가 아직은 경쟁력 있는 국제통과수송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아직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과수송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카자흐
스탄의 교통물류기업이 화물의 통과운송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연간 약 5억 달러
에 불과하고, 이는 유럽과 아시아간 통과운송 전체 시장의 1%에 불과하다는 현실
이 이를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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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유라시아 통과수송회랑으로서의
높은 잠재력과 최근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안정
적으로 지속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 요
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체수송로의 발전에 따라 카자흐스탄 통과수송로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국제통과수송로는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인프라발전의 척도나 신뢰성 수준에서 아직은 미흡한 점들이 많다. 게다
가 최근 대륙간 통과수송로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통과수송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
들의 공세적인 정책이 뒤따르면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는 위협받고 있다. 유라시아
철도운송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국경통
과 등의 장애가 적으며, 유연한 요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
철도(TSR)이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의 악타우(Актау)항을 통과수송의 거점항
만으로 육성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TSR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카자흐스탄 영토
를 통과하여 악타우항을 경유하는 화물에는 차등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
라시아국제철도망에서 경쟁노선인 중국의 TCR과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
내륙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화물에도 차등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38) 또한 자
신이 주도하는 North-South ITC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악타우항을 운송네트워크에
서 배제하고 있다.
38)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2006년 전반기까지 석탄, 곡물, 철 등의 화물 운송시 러시
아의 요율이 카자흐스탄의 2배에 달했던 것으로 판단되다. IRU(2007),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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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과수송잠재력에 지정학적 요인이 중대한 영양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카자흐스탄 주변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들은 국제통과수송 잠재력
을 침식하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불안, 일부 중아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극단주의와 테러, 카스피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은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국제수송로의 안전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셋째, 카자흐스탄의 접경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세계열강 중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통과수송 잠재력
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제통과운송이 거
대한 통과수입을 가져다주는 경제사업이자 지정학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39)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통과수송에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고수하거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40)
우즈베키스탄41) 등은 통과수송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카자
흐스탄에게 불리한 차등적인 요율을 부과하거나, 국경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대체수송로를 개척하는 등 카자흐스탄의 통과수송 잠재력을 제약하는 조치들을 취
해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방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예를 들

39) 일례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상호 교차 관리하고 있던 철도노선을 상대국에게 양도하는 국가협
정 조인을 지연함으로써 4년 이상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화물에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정책
을 추진하기도 했다.
40) 한편으로 중국은 유럽향 화물의 통과수송로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우회하여 중앙아시아ㆍ카프
카즈ㆍ유럽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운송로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과 키리
기즈스탄간 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41) 우즈베키스탄은 대양과 단절된 내륙국가로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카스피해를 통한 대체 수출입 운송로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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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U는 브뤼셀 회의를 통해 TRACECA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모스크바에 집중된 전통적인 교역 및 교통의 흐름을 다양화하고 서구로 나가는
새로운 교역루트를 개방하기 위해”42) 불가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단하게 말해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지금껏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공
간에서 CIS 국가들을 분리시켜 내고, 더 이상 러시아의 교역 및 교통체계에 의존
하지 않도록 이들을 견인하면서 새로운 대안루트를 제공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볼 때 TRACECA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지정학적 계략’ 이상으로 진전되지는 못했으며, 상응하는
물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아 경쟁력 있는 국제운송로의 하나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정책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국제통과운송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통과국들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회랑’, 즉 국제통과운송에 참여하는 국가들간 공간 이동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과
‘규정’이 요구된다. 즉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또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회랑은, 모든 참여국들이 주어진 경로
를 통해 상품 운송 및 통과운송을 관리하는 일련의 법칙들을 정한 협정에 조인함
으로써 지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회랑의 배치는 교통인프라, 통관효율성, 병목 현
상과 같은 폭넓은 범위의 사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3) 이러한

42) TRACECA Coordination Team(2003), p. 17.
43) The Global Facilitation Partnership for Transportation and Trade(GFP), Landlocked
countries
access:
corridor
arrangements,
http:
//www.gfptt.org/Entities/
TopicProfile.aspx?tid=5a379764-e5ac-4e06-82cd- 72618960ca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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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카자흐스탄과 함께 국제운송회랑을 형성하는 국가들에 존재하는 낙후된
제도적 인프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주 화물의 효율적인 통
과를 위한 법률조건의 미비, 통과과정과 보험체계의 미비, 국경통과시 이유 없는
지체, 각국의 통과화물수송 관련법의 부분적인 변화에 따른 지연, 국제운송과 관련
된 국가감독기관의 일상화된 뇌물수수 관행, 국제협정 및 협약의 비준수 등이 발견
된다.44)
다섯째, 카자흐스탄 내부의 문제들, 즉 물리적인 측면의 낙후된 교통물류 인프
라와 제도적인 측면의 인프라의 미비도 통과수송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
는 하는 한계 요인이다.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인프라의 개선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45) 일례로 도로운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사실
상 국제기준(E급)에 부합되는 도로는 없고, 2007년 1월 기준으로 국도 중 50%는
비난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이며, 그나마 상태가 좋은 도로도 고작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23,000km의 도로 중 3,500km만이 축하중 10톤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46)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복잡한 통관절차나 과다한 통제, 교통안전시설
및 기준의 미비, 행정관료들의 부패, 낙후된 금융제도 등도 통과수송 발전을 제약
하는 요인들이다.

44) 예를 들어 예고 없는 국경도로의 일시적인 폐쇄, 또는 제한 조치라든지, 위험화물과 군용화물에
적용되는 통과허가품목 목록에 자의적으로 일상용품과 공업용 원료, 설비나 식료품까지 확대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자주 국경통과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통과수송의 신뢰가 하락하
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Гусева(2008), pp. 202-203.
45) 교통수단별로 물리적 측면의 인프라 한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Гусева(2008), pp.
203-206.
46) Ауелбаев(2008), pp. 227-228. 유럽의 도로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최소 축하중이 13톤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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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과수송 발전 전망
앞서 언급한대로 2006년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교통전략 2015｣를 채택하면서
동서, 남북 방향으로 역내 통과수송 및 대륙간 통과수송을 실현할 수 있는 현대적
인 교통망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철도부
문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거의 모든 건설 및 전철화사업, 예를 들어 도스틱(Досты
к)역의 확장, 샤르(Шар)-우스찌(Усть)-카메노고르스크(Каменогорск), 에랄리에보
(Ералиево)-쿠릭(Курык), 만기쉴라크(Мангышлак)-바우티노(Баутино), 코르가스
(Коргас)-제티겐(Жетыген), 베이네우(Бейнеу)-제즈카즈간(Жезказган), 우젠(Узен
ь)-투르크메니스탄 국경 간 철도의 신설, 마카트(Макат)-칸디아가쉬(Кандыагаш),
도스틱(Достык)-악토가이(Актогай), 알마티(Алматы)-악토가이(Актогай), 악토가
이(Актогай)-모인티(Моинты) 구간의 전철화 사업 등은 새로운 통과회랑의 구축,
최적의 네트워크 발전, 운송거리 및 시간의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신의 대륙간 통과수송 잠재력의 발전 문제는 카자흐스탄
을 통과하는 다음과 같은 교통회랑 및 이들의 지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많
은 부분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7)
1. 트라세카(ТРАСЕКА): 도스틱(Достык)-악타우(Актау), 악타우(Актау)-도스
틱(Достык) (총연장 3,836km; 카자흐스탄 통과 운송기간-19일; 2007년 물
동량 1,282,832톤; 2008년 물동량 1,411,115.2톤 계획)
2. 오아시스: 악사라이스카야(Аксарайская)-오아시스(Оазис)(총연장 832km; 카
자흐스탄 통과 운송기간-4일; 2007년 물동량 824,430톤; 2008년 물동량

47)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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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73톤 계획)
3. 중앙아시아회랑: 사리아가쉬(Сарыагаш)-오진키(Озинки), 오진키(Озинки)사리아가쉬(Сарыагаш) (총연장 2,147km; 카자흐스탄 통과 운송기간-11일;
2007년 물동량 808,867톤; 2008년 물동량 889,754톤 계획)
4. 오진키: 오진키(Озинки)-사리아가쉬(Сарыагаш), 사리아가쉬(Сарыагаш)-오
진키(Озинки) (총연장 2,147km; 카자흐스탄 통과 운송기간-11일; 2007년
물동량 325,805톤; 2008년 물동량 358,385톤 계획)
5. 아시아횡단회랑(북부노선): 도스틱(Достык)-페트로파블로프스크(Петропавл
овск),

페트로파블로프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도스틱(Достык)

(총연장

1,910km; 카자흐스탄 통과 운송기간-10일; 2007년 물동량 111,294톤; 2008
년 물동량 122,294톤 계획)
6. 아시아횡단회랑(중부노선): 도스틱(Достык)-사리아가쉬(Сарыагаш), 사리아
가쉬(Сарыагаш)-도스틱(Достык) (총연장 1,831km; 카자흐스탄 통과 운송
기간-9일; 2007년 물동량 1,143,222톤; 2008년 물동량 1,257,544톤 계획)
7. 사리아가쉬: 사리아가쉬(Сарыагаш)-도스틱(Достык), 도스틱(Достык)-사리
아가쉬(Сарыагаш) (총연장 1,831km; 카자흐스탄 통과 운송기간 - 9일;
2007년 물동량 217,049톤; 2008년 물동량 238,753톤 계획)
통과수송 잠재력이란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국제통과화물에 운송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가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대내외적 요소와 조건의 총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특히 중국과 유럽간 새로운 물동량의 출현이 자국의 통과수
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교
통전략 2015｣는 중국과 유럽간 새로운 물동량의 출현을 촉진할 요인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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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하고 있다.48)
우선 중국의 교통전략과 서부지역대개발 프로그램은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건설
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자유무역지대 호르고스(Х
оргос)로 접근하는 신규 철도의 건설, 그리고 연운항(Ляньюньгань)-호르고스(Хор
гос), 상하이(Шанхай)-헤페이(Хэфэй)-시안(Сиань)-호르고스(Хоргос)를 포함하여
동-서 축 상에 있는 다섯 개의 전략 도로가 결국에는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중국
발 통과 물동량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 미국-중국 노선에
있는 «North East-West Corridor»의 발전 전망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보스톤을 출발하여 deep-sea route로 노르
웨이의 나르빅항으로 연결되고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를 지나 아
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으로 연결되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도스틱
(Достык) 노선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남부 해상루트의 대체노선 중 하나로 성
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제도로교통연맹
(IRU)의 New Euroasian Land Transport Initiative(NELTI)의 북부노선의 실현도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49)

48)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6), pp. 25-26.
49) NELTI는 유럽과 아시아간 ‘실크로드’를 따라 정기 국제육상수송로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IRU
가 제안한 프로젝트이다. 2006년 IRU는 프로젝트의 착수를 위해 유럽-아시아간 도로운송 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IRU(2007) 참고.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2008년 9월 16일 타쉬켄트에서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착수를 선언했다. NELT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IRU(2009b).

92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그림-3. New Euroasian Land Transport Initiative(NELTI) 노선

자료: IRU(2009a)

현재 TSR 등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여러 대안 루트의 경쟁 구도에서 가장 매력
적이면서 유망한 노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선이 있는데, 이는 중국 동부 연해 항
만에서 출발하여 대양을 거쳐 North-South ITC에 있는 반다르압바스-반다르-안잘
리-악타우 항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중앙아시
아 지역으로 다양한 상품을 통과운송하는 데 아랍에미르트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악타우항을 통과하는 운송로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
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 동부지역에서 이 노선
으로 화물의 부분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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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고 있다.
첫째, 연계항만(반다르압바스-반다르-안잘리-악타우)이 자유경제지대이므로 현존
하는 비용의 최소화를 촉진할 것이다.
둘째, 최근 반다르압바스-반다르-안잘리-악타우 연계 노선으로 전자제품, 소비재
등 컨테이너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한 성공적인 경험이 축적되었다.
셋째, 카스피해 서부지역의 석유광구 개발을 진행하는 중국기업들이 다양한 화
물의 공급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새로운 노선의 활성화는 카스피해 항만인프라와 해상운송
의 발전을 비롯해 열차페리와 현재의 자동차페리(로-로) 노선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TSR을 대체할 경쟁력이 있는 노선이 구축된
다면 시작단계에서 매년 약 10만 톤과 1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국제통과운송 루트는 단지 물리적인 측면의 인프라만 구축된다
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운송회랑 발전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조율, 국경통과
기술의 개선, 관련법규에 대한 정보제공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갖
추어져야만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통과요율, 운송속도, 화물의 보관, 정보지원,
정상적인 통과운송을 가로막는 국경 및 세관의 관료적 장벽들의 해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총체적인 통과운송로 발전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교통전략 2015｣는 국제운송로 참여국들간 단일한
통과요율 구축을 포함하여 통과운송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 현
존하는 교통인프라의 복원 및 신규 건설을 포함하여 통과운송회랑 인프라의 우선
적인 발전,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제고함으로써 통과운송로의 경쟁
력 제고, 카자흐스탄 영토를 지나가는 통과화물을 우선적으로 아무런 장애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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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 현대적인 통신체계와 교통수단별로 국내외
운송로에서 운송량, 운송수단 및 방향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 및 전망할 수
있는 교통 기초자료의 정보분석체계 구축, 이중보험을 방지할 수 있는 양자간 국제
협정 체결, 교통인프라 발전에 국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고품질의 국제통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교통허브 지역에 지
역교통물류센터 및 복합터미널 구축,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의 발전 등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운송체계에서 카
자흐스탄 운송로의 경쟁력 제고, 카자흐스탄 국경세관 및 CIQ의 기술설비 향상을
전략적 강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11. 교통통신부의 국제통과운송 발전지표
목적/과제
목적.
카자흐스탄
을 통과하는
통과화물
운송량 증대
과제.
카자흐스탄
교통복합체
의
국제운송망
통합 수준
향상

결산시기
2007 2008
13.3 14.8
12.8 14.0
0.5 0.8
64.2 69.8
52.7 57.9
10.1 10.3
1.4 1.6

2009
14.4
13.7
0.7
68.4
56.8
10.1
1.5

%

11.2

15.7

19.5

23.6

24.5

km/h

39.0

40.0

45.0

50.0

60.0

km/h

47.2

47.2

48.7

49.2

51.5

대수

23
525

25
877

25
359

25
359

26
120

지표

단위

1)통과노선에서의 물동량 증대*
- 철도*
- 도로*
2)통과수송소득의 증대*
- 철도*
- 항공*
- 도로*
1)교통관련지표상 기준치에 부합
되는 국제도로 연장 비율
3)자동차통과회랑의 평균 화물
운송속도 증대
4)철도통과구간의 평균 화물운송
속도 증대
5)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는
도로운송차량의 증대*

백만 톤
백만 톤
백만 톤
10억텡게
10억텡게
10억텡게
10억텡게

계획시기
2010 2011
14.4 14.9
13.7 14.1
0.7 0.8
68.4 70.5
56.8 58.5
10.1 10.4
1.5 1.6

주: * 교통산업주체들의 금융경제활동 계획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pp. 23-2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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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최근 중앙아시아권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
하고 있는 핵심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신
속하게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2000년 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 경
제성장을 이어갔고, 향후 세계 5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산업 전분야에 걸친 현대화와 다각화 등을 추진하며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
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
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물류체계의 혁신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라시아대륙의 십자로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
려 국제통과수송 잠재력의 실현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카자
흐스탄은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ㆍ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고, 러시
아와 CIS, 근동 및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제통과수송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
다. 그러나 유라시아 공간에서 펼쳐지는 열강의 첨예한 패권 경쟁, 역내 인접 국가
들의 국내정치 불안과 군사적 마찰, 국제통과운송의 잠재력을 선취하려는 중앙아
시아 국가들간의 치열한 각축, 역내 국가들의 낙후된 교통물류 인프라와 법적ㆍ제
도적 조건의 미비 등으로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 자신이 보유한 국제통과운송의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카자흐스탄이 ｢교통전략 2015｣에 기초하여 국제통과운송 잠재력을 조기에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통과
96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수송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조건들을 정비해야 한다. 이
런 관점에서 철도ㆍ도로 등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체계의 핵심인 기간교통망과 국
경통과 지점의 기술ㆍ설비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
경세관시설의 건설, 자동화를 통한 국경통과 절차의 간소화, 단일한 국경통과체제
구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본론에서 언급한대로 중앙아시아가 국제통과수송 잠재력을 제대로 현실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내 참여국들이 자국의 협소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공동의 선’을 따르기보다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통정책을 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국제통과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간 교통부문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통합기구나 조직 구성을
통해 개별 국가들의 요율, 조세, 통관 등 각종 법적ㆍ제도적 조건을 조율하면서 통
합된 통과운송규범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은
우선 역내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견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대륙간 통과수송 활성화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확
대해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아시아간 국제통과운송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유럽향 물동량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
탄은 교통물류시장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고, 향후 수년간 ｢교통
전략 2015｣에 따라 각종 교통인프라 및 물류시설 건설 및 확충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교통물류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우호적
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교통인프라 개발에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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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이들이 보유한 풍
부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국제
운송로의 형성과 발전, 유라시아물류시장의 부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교통전략과 통과수송 발전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후 실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집행과정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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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소연방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이 출발할 당시에도 중앙아시아는 세계 정치,
경제 무대에서 변방이 지나지 않았다. 러시아마저도 국내문제에 몰두하면서 중앙
아시아는 ‘부담’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2001년 9ㆍ11테러를 계기로 중앙아시아는
급속히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이동했고 ‘에너지안보’ 개념이 등장하면서는 강대국
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EU는 중앙아시아 5개국이 소연방에서 독립하자마자 이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했
고 ‘유럽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경제협력도 확대하
고 있었다. 그러다가 독일이 EU의장국이 되면서 2007년 6월에 ｢중앙아시아전략｣
이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EU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미국과 차별화되는 접근방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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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창달을 지원하면서 자신
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관철시키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중앙아시아전략｣의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한
국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EU의 전략과 차별화되는 러시아, 미국,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간략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EU가 ｢중앙아시아전략｣을 채택하기 이전에 추진하던 ｢동
반협력협정｣과 ｢독립국가연합기술지원｣을 일별함과 아울러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는 EU가 ｢중앙아시아전략｣을 채택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 ｢중앙아시아전략｣과 관련해서는 이 전략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중앙아시
아전략을 개괄한 다음 ｢중앙아시아전략｣의 주요내용을 검토함과 아울러 중간평가
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 평가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전략이 러시아, 중국, 미국의
전략과 다른 특징을 먼저 짚어본 다음, 전략 추진 1년 만에 내려진 EU의 자체평가
와 전문가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EU가 추진하는 전략이 한국의 중앙아
시아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중앙아시아 5개국은 비록 동질적인 지역으로서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주체이거
나 EU와 같은 가치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명공동체”(Krumm
2007, 3)로 불릴 만한 공통점을 가지므로 “중앙아시아”가 지역 개념으로 성립한다.
이들은 70년에 걸친 공동의 역사를 가지며 국가별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건설된 인
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특히 9ㆍ11테러 이후 러시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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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제적, 안보정책적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역이다.
1. 러시아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는 자신의 현대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낙후된” 중앙아시
아는 오히려 자신의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되었다(Schmitz 2007b,
333). 따라서 소연방 해체 후 처음 1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
독립국가연합｣이나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지역협력기구에서 활동하는데 국한
되었다. 그렇지만 푸틴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3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킨 미국을 염두에 둔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했다. 러시아는 5개국에게 가
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고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게는 잉여노동력을
흡수해주는 국가이다. 러시아에 진출한 중앙아시아 취업이민이 약 200만 명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본국송금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해외 거주하는 타지키스탄인의 본국송금은 IMF 추산에
따르면 1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타지키스탄 GDP의 약 50%에 상당한다.
이러한 의존성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약점이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결
정적인 지렛대이다(Matveeva 2006, 287). 그리고 러시아는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
에 관건이 되는 에너지부문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
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모두 자국을 경유한다는 이점을 적극 활용
하여 장기계약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체제의 유사성과 국내
정치에 대한 상호 무관심 내지 불간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증진에 유리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스스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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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
민주화나 법치주의에 관한 요구를 하지 않는 러시아의 전략은 EU가 제공할 수 없
는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보와 민주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EU의 ｢중앙아
시아전략｣은 중앙아시아 집권층에게는 아무런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EU의 입지를 강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Niepagenkemper 2007, 3).
러시아는 유럽과는 매우 상이한 안정 및 안보 개념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와 관계
를 맺고 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이슬람 세력과 테러주의 세력이 위협이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안정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공유하므로 기존의 안보협력기구인 ｢집
단안보조약기구｣와 ｢상하이협력기구｣의 중심과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EU가 이들
기구와 협력하려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마약, 조직범죄, 빈곤과 같은
일련의 안보정책적 현안과 관련해서이다. EU는 러시아의 전략적 영향권에 해당하
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정책제안은 삼가고 있다. EU는 이 지역 나라들과는 “전략적 동반자관
계”를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러시아와는 정상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아
시아 위기관리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Warkotsch 2006, 139).
EU가 러시아와 갈등을 빚을 가장 큰 가능성은 에너지 부문에 있다. 러시아도
이 지역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핵심이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러시아를 우회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EU의
노력은 러시아의 거부반응을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려하는 유일한 상황은 중
앙아시아 나라들이 대안적인 에너지수송로를 가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
아짐에 따라 러시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Sadyrbek 2009, 14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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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위협정책에서 벗어나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정치시스템이나 정치
문화가 유사한 중국에게는 이 지역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재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대등한 수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에서 러시아의 패권을 중립화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Wacker 2007, 317). 그
렇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가능한 한 경쟁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공동의 의제를 개발
하여 공동의 이익과 위협을 정의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이협
력기구｣는 바로 이러한 공동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이다. 당초 국경분쟁을 해결하
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의 중점사업이 이 지역 안보위험, 특히 분리주의적인 테러
와 마약 및 무기 밀매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종이호랑이’
로 간주되었던 이 기구가 갈수록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反서방적
인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어 “동방의 NATO”로 불리기도 한다(Halbach 2008, 3).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자국, 특히 독립을 추구하는 신장지
구의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 지역의 에너지 분야에도
이해관계를 가진다. 중국 연안지역에서 급증하는 가스 및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의 중심 파트너는 카자흐스
탄이다. 중국은 장차 러시아-이란-중국을 연결하는 ｢범아시아에너지교량｣의 동서천
연가스수송로와 연결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카자흐스탄 석유파이프라
인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이미 여러 건 체결했다(Wacker 2007, 318 이하).
결론적으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심은 중국 내부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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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에너지와 교역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EU의 ｢중앙아시아전략｣과 유
사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들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
은 낮다. 경제 분야에서 EU의 영향력은 중국에 비해 아직 작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해관계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밖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러시아의 엄격한 주목을 받고 있다(Warkotsch 2006, 123).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규범적, 정치적 분야에서 중국과 EU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소
지가 있다. 중국 스스로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관한 서방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이 점에서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서 주권과 내정간섭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EU 사이에
는 지금까지 협력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EU를 전략적 경쟁자라기
보다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미국의 패권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간주하
고 있다.
중국과 EU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용이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인프라스
트럭처 분야이다. 그 이유는 EU의 ｢유럽코카서스중앙아시아수송회랑｣(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Central Asia: TRACECA)은 중국 정부가 중국 서부
및 중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Go-West”프로젝트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업 모두 현대적인 교통망을 개발함으로써 현대판
비단길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안보정책적인 관심보다
는 이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공정한 협력자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상하이협력기구｣와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한다(Sadyrbek 2009,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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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도 EU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안보정책적, 경제적, 규범적 관심을
가진다. 미국과 EU는 모두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UN과 유럽안
보협력기구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공통
의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접근방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가 개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방법으로 ｢중앙아시아전략｣을 포함한 “신동방정
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경제적 이익을 직접 추구하는 방
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
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
주둔했던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고 이 지역에서 反西方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의 의도는 관철될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와 협력하면서 미국이 보
인 ‘이중 잣대’는 EU가 이 지역에서 안보정책과 에너지자원정책을 추진하는데 반
면교사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나 이란과의 협력에서도 미국과 EU는 상이한 행동방
식을 보이고 있다. EU는 러시아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데 반해
미국은 대결도 불사하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도 EU는 이란 고립화를 추구하는 미
국과는 달리 중아아시아 안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U는 이란이 중앙아
시아의 세계(에너지)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이 안보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쌍무협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도 EU와 구별된다. 가령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철군을 타지키스탄 주둔으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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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한편, 키르기스스탄이 미국의 유일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
해 전략요충인 공군기지 철수를 요구하자 임차료를 인상해서 이 결정을 번복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한 후방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미국
이 밀려나면서 생긴 권력공백을 스스로 메우거나 러시아의 팽창을 적극적으로 저
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Sadyrbek 2009, 155).

Ⅲ. ｢중앙아시아전략｣ 이전의 EU와 중앙아시아
중아아시아 5개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EU는 이를 즉각 인정했고 ｢동반협력협정｣
을 체결했다. ｢중앙아시아전략｣을 체결하기 전에도 ｢독립국가연합기술지원｣(TACIS)
의 틀 안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지만 경제관계는 그다지 역동적
인 발전을 겪지 못했다.
1. ｢동반협력협정｣
EU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독립 후 즉각 인정했고 1995년에는 내전 중이던 타
지키스탄을 제외한 4개국과 ｢동반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키르기스스탄
에서는 인권 관련 내용 때문에 협정이 비준되지 못했고 나머지 세 나라에서는
1999년에 비준되었다.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쌍무협력은 무역, EU법체계의 수용,
투자환경 개선,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 협정에서 EU는 중앙아시아 회
원국들이 민주질서와 자유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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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특히 경제 분야는 이 협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다(Warkotsch 2006, 147 이하). 중앙아시아 집권층도 체제안보와 결부
된 문제는 피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EU는 중앙아시아에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평의회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와의 외교관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유럽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의 활동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오직 유럽의회만이 민주화와 인권신장 분
야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Sadyrbek 2009, 45).
2. ｢독립국가연합기술지원｣(TACIS)
이미 1991년에 발효된 ｢독립국가연합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ACIS)은 중앙아시아와 체결된 ｢동반협
력협정｣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다가 2006년에 공식적
으로는 종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1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Niepagenkemper
2007, 4). 1991년부터 2002년까지 EU가 중앙아시아에 제공한 원조 9억4,440만
유로 중 3억6,600만 유로가 TACIS를 통해 이루어졌다(European Commission
2008a). TACIS 프로그램의 근본목표는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촉진과
빈곤 퇴치이다(Warkotsch 2006, 150). EU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지원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면서 체제전환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수많은 수단, 우호관계, 네트워
크, 파일럿 프로젝트, 조언을 제공했다.
2001년 9ㆍ11사태를 계기로 EU는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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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접근하는 방안과 이들 나라 사이에서 지역협력
을 강화하려는 오랜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TACIS에 관한 새로운 전략문서를 작성
했고 자원을 재배분했다. 이 새로운 문서는 “3트랙 접근법”으로 불린다(Warkotsch
2006, 150). 이 접근법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지역적 차원”(1트랙), “국가적 차
원”(2트랙), “국지적 차원”(3트랙)으로 구분된다. 지원분야는 국경관리에서부터 식
량공급 및 빈곤대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TACIS를 통한 기술지원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2,500만 유로에서 5,000만 유로로 배증되었다
(Brauer 2004).
“트랙1”, 즉 지역협력 프로그램은 5개국의 지역협력을 촉진하려는 EU의 오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가
장 중요한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트랙2”와 “트랙3”은 각각
국가적 차원과 국지적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행정
적, 제도적, 법적 전화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활동은 사회의 현대화,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에 기초한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TACIS 프로그램의 주요목표를 겨냥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a).
국지적 차원에서는 주로 빈곤 퇴치, 질병 퇴치, 교육 기회 제공 등 유엔의 “새천
년목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키르
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특히 빈곤문제가 심각하여 해외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
고 있다(Grävingholt 2007, 405 이하). EU는 두 나라를 농촌빈곤퇴치전략에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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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관계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o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SES), 그리고
UN의 ｢중앙아시아경제특별프로그램｣(Special Programme for the Economies of
Cetral Asia)에 가입해 있다. 기구에 따라서는 중앙아시아 나라들뿐만 아니라 러시
아, 터키, 이란 등도 가입해 있다.
제3국의 참여 없이 순수하게 중앙아시아 5개국만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 차원에
서 제3국과의 교역을 규율하는 경제협력기구가 없기 때문에 EU와의 경제무역관계
는 대부분 ｢동반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카자흐스
탄이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EU 수출의 2/3가 행해지는 카자
흐스탄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의 수입품은 주로 기계류, 수송수단, 화학제품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수출에서는 80%가 카자흐스탄의 화석연료 수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화
석연료 수출이 그 뒤를 잇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주로 면화, 섬유류를
수출하며 키르기스스탄의 대 EU 주요수출품은 금이다(Sadyrbek 2009, 58).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 EU는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3대 교역상대이다. 특히
독일이 이들 지역과 매우 역동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5개국과 독일의 교역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사이에 18억 유로에서 54억 유로로 3배 증가했다
(Mangold 2007, 550). 그 뒤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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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서도 EU는 약 40%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EU의
직접투자 중 90% 이상이 카자흐스탄, 그것도 에너지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EU 내
주요투자국은 영국(BP), 이탈리아(Agip), 네덜란드(Shell)이다. EU의 나머지 직접
투자는 카자흐스탄의 금융산업 및 금속공업, 키르기스스탄의 담배산업과 건설업,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섬유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는 그나마 적은 직접투자가 석유산업에서만 이루어졌다(Warkotsch 2006, 167 이
하; Deutscher Bundestag 2008, 6).
EU와 중앙아시아의 경제관계의 현주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지만 전망은 매
우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역은 평균 경제성장률 10%로서 세계에서 가
장 역동적인 경제권의 하나이다. 이들은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경
제적 현대화과정에서 현지가공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상이하지만 세계시장 진출
과 산업구조의 다각화, 중점산업의 육성, 노하우와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Mangold 2007, 551). 1998년 키르기스스탄이 WTO에 가입한 이후 나
머지 나라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입을 위한 지원은 EU의 ｢중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평가
｢중앙아시아전략｣ 이전에 EU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미국, 중국의 “그늘 아
래에서”(Warkotsch 2007, 1) 활동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EU는 그다지
매력적인 협력상대가 아니었다. EU의 문민적인 접근법은 평화, 화해, 정치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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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이 지역 집권층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게다가 EU는 안
보정책적, 국방정책적 수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이슬람주
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서 절실히 원하는 - 군사원조를 제공할 처지가 되지 않았
다. 이슬람을 문명화시키려는 EU식 방법은 이 지역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
다(Warkotsch 2007, 2).
｢중앙아시아전략｣이 채택되기 전 EU가 전개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총괄적인 비판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첫째, 이 지역에서 EU의 정치적 입지
가 너무 취약하고 이 지역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현지에 있는 EU대표
부는 EU의 목표나 구조, 운영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
했다. EU가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EU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호한 인상만을 남기고 있었다. EU의 구조 자체가 다층적으로 구성되
어 있어 프로그램들 사이에 통일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현지의 협력 상대
도 권한이나 담당 분야가 상이한 EU파트너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혼란스
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Warkotsch 2006, 175).
둘째, EU 협력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많은 분야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EU는 상당한 자금지원과 노하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폭넓은 군사원조에 집중하는 러시아와는 반대로 EU가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안보협력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들 나라에게는 생소했다. 이
슬람 테러조직을 타파하면서 EU가 취한 가치지향적인 자세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접근방법에 비해 익숙하지 않았다(Warkotsch 2006, 177). 9ㆍ11사태 이후 EU가
안보분야에서 민감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EU
는 이들 나라 안보정책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EU가 지금까지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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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상을 이 지역에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증
대된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과 상충된다”(Gumppenberg/Gumppenberg 2006,
37)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 민주화 과정에서의 성과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EU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의 지원자금 대부분이 이 분야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실
천력 부족, 강한 관료제, 현지인 참여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
지역 민주화 과정에서의 후퇴는 EU만의 책임이 아니며 미국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
의 민주화 지원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Matveeva 2006, 69; Gumppenberg/
Gumppenberg 2006, 32). 전반적으로 서방에게는 중앙아시아 정부에 대하여 특정
한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자신들의 구상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성과가 미흡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앙아
시아 나라들의 구조적인 여건에 기인한다. 개혁지향적인 집권층도 외국의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활동공간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자신들의 권위주의 정권과 친화성을
갖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이 EU와의 협력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Schmitz 2007b, 334). 그러므로 EU의 중앙아시아 접근방법에 대한 근본
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들 나라의 정치구조적인 문제가 존속하는 한 파트너로
서 EU의 매력은 적어질 것이며 협력사업의 효과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지역의 문화적, 사회심리적 상이성이다.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서구 모델과 척도에 따른 민주화 전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지향하는 유럽의 안보관을 중앙아시아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야 했다(Gumpp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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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ppenberg 2006, 33). EU와 중앙아시아의 협력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내 지역협력에서도 EU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
령 관세동맹의 창설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 집권층의 협력의사 부
족으로 실패했다. “유럽의 통합경험과는 반대로 중앙아시아나라들은 이타주의나
(역사적) 의무감에서 지역의 공익증진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자기이익을 위해서만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상호의존 주장에 대
해서조차 국가지도층은 종종 거부반응을 보인다.”(Warkotsch 2006, 179)

Ⅳ. EU의 ｢중앙아시아전략｣

1. ｢중앙아시아전략｣의 개요
가. 배경

EU가 2007년 ｢중앙아시아전략｣을 주도적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EU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독립할 때부터 “수많은 상호 고립된 프로그램
들”을 추진했지만 “공통분모가 결여되어”(Weth 2007, 8) 있었다. 가령 EU위원회
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을 위한 지역 ｢원조전략｣(Assistance
Strategy)을 추진하다가 2007년 4월에는 이 전략을 EU위원회의 ｢중앙아시아시범
프로그램｣(Central Asian Indicative Program)과 통합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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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추진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두 프로그램에는 이미 유럽과 중앙아시
아 사이에 추진될 협력의 다양한 목표, 우선순위, 수단이 자세히 정의되어 있었고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예정된 수단들
이 열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EU위원회의 개발정책 강령을 담은 총론이
결여되어 있었다(Wegener 2007, 16 이하). 2007년 독일이 EU위원회 의장직을 맡
으면서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앙아시아전략을 작성하게 되었다.
둘째, 폴란드, 헝가리 등 과거 동유럽에 속했던 인접국들이 EU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면서 EU에서는 “신동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27개국과 거의 5억 인의
잠재력을 투입할 수 있게”(Erler 2007, 372) 된 EU가 추진하는 이 “신동방정책”의
핵심목표는 “확대된 EU” 밖에 위치하는 나라들을 공동의 가치목록에 입각해서 유
럽통합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반협력전
략을 강화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체제전환국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
하려는 방침을 정했다(Jacobsen/Machowski 2007, 32). ｢중앙아시아전략｣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든든한 초석”(Schmitz 2007a, 75 이하)을 이
룬다. 이로써 한동안 EU에서 서자 취급받던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동반자지역으로
부상했다.
셋째, EU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 또 다른 배경은 “확대된 인접국
들”의 안정이 없이는 EU 자신의 안정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가 글로벌 정치전략과 에너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유럽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지역이
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교차점이 된다는 데 있다. NATO와 EU를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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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함에 따라 과거에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인식되던 지역이 이제는 EU
의 인근지역이 되었고 EU의 확대된 안보 개념에 포함되게 되었다. 테러, 마약, 무
기거래, 조직범죄, 불법이주 등 이 지역의 문제가 EU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처
하는 안보정책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서 최우선 정책이다. 안보와 평화가 없으
면 다른 목표들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 에너지 매장량의 4-5%에 달하는 방대한 가스와 에너지자원 때문에
도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은
이미 러시아, 중국, 미국은 물론 인도와 이란도 가지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에너
지 안보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EU에게도 관심이 되
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Niepagenkemper 2007, 3). 나아가 인구 6,000만에 달하
는 이 지역은 유럽산 소비재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며 대륙 간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 유럽, 러시아, 아시아를 잇는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들이
｢중앙아시아전략｣에 포함되고 우선목표로 설정되었다.

나. 목표

1) 안보와 안정

2006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부와 주변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앙아시아
나라들로 조직범죄가 잠입해올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지만(Jackson 2007,
357) 서방의 개입도 이 상황을 별로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아시
아전략｣은 이 지역의 안보를 “최우선순위”로 선언했다. ｢중앙아시아전략｣에 명시
된 “공동의 위협과 도전의 퇴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위협 및 테

118

EU ｢중앙아시아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러 네트워크와 아울러 인신ㆍ무기 밀매 및 조직범죄와 연결된 마약밀매에 대처하
는 것이다.
EU가 이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중앙아시아 자체적으로는 상호 불신으
로 인해 지역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우즈베키스탄은 안보
정책적인 이유로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해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소통에 더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Halbach
2008, 5). 다른 한편으로 각국이 가지는 이해관계나 위협상황이 매우 상이하다. 러
시아와 중국은 현상유지를 원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와 ｢집단안보조약기구｣를
통해 서로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Allison 2007, 271 이하). 두 기구는 각국의 대외
적인 안보보다는 각국 정부들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raa 2007, 11). 또한 두 기구는 그 중
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결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수단이나 감시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빨 없는 호랑이”(Jackson 2007, 357)로 불리기도 했었다.
EU와 유럽안보협력기구는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두샨베에 유럽안보협력기구
지역국경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상호 불신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08, 18). 나아가 EU는 이미 2002년에 자체적으로 이 지역의 국경보
호프로그램 BOMKA를 개시했다. 2010년까지 추진될 이 프로그램은 EU 예산에
서 2,560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마약밀매는 이 지역 조직범죄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타
지키스탄에서 철수한 후 국경보호가 무너졌고 그 후 지역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EU는 중앙아시아에서 마약밀매를 차단하고 마약소비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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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중앙시아마약행동프로그램｣(CADAP)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
년까지 1,630만유로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중앙아시아에서는 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체제가 앞으로도 수 십
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가지
고 있으면서 역동적이고 개혁지향적인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처럼 대안적 권력엘리트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교체가 이루어질지라도 정치권력의 형식적인
제도화나 민주적 경합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므로 민주적 정권교체로 정의될
수는 없다(Heinemann-Grüder/Haberstock 2007, 138)는 판단이 우세하다.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 유혈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아시아에서 공개적인 저항에
따르는 비용이 아직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매우 낮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정권은 체제전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도 제한적이다(Warkotsch 2006, 198).
결국 EU에게 이 지역의 민주화 촉진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권
력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전략｣이 “권력엘리트의 설득을 통한 민
주화”(Sadyrbek 2009, 95)를 지향하면서 수단으로서 명시한 “정치적 대화”에 기
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투자는 민주화 촉진 전략의 중요한 구
성요소를 이루며 장차 민주화 세력을 육성하는 현실적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전략｣에서 “가장 긴급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법치주의에 관한 한, 소연방 시절에 소비에트 입법에 의해서 일부다처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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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미성년자 결혼과 같은 전통적인 관습은 폐지되었고 중앙아시아 사회의 부분
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후 중앙아시아 사회
는 대통령 개인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구는 개인에 대한 충성관계에 기초해서 구성되고 공직 인사는 개인의 재량
에 의존하고 있다(Eschment 2007).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아시아전략｣은 법률개
혁과 사법개혁에서 자문관 역할을 자임하면서 주로 국정운영의 개선과 부패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도 적어도 ｢중앙아시아전략｣을 준비하는 동안에
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확충하고 법치국가 구조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인권문제는 EU와 중앙아시아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확고한 구성요소이기는 했
지만 결정적인 측면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EU의 대외관계에서는 특히 심각한 인
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전략을 작성할 때 가치 차원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Schmitz 2007a, 77). ｢중앙아시아전략｣ 초안에 대해서 인권 상황의 구체
적인 개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이 특히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
기되면서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3) 미래 투자: 교육과 청소년

소연방 시절 중앙아시아의 교육시스템은 모스크바 중앙당국이 재원을 조달해주
었고 내용도 결정했다. 의무교육, 기회균등 원칙 덕분에 이들 나라는 문맹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소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교육제도는 사실상 휴
면상태에 들어갔다. 재원 부족과 두뇌 유출은 이들 나라 교육수준의 급속한 저하를
초래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대부분 폐쇄되었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급감했으며
직업학교, 고등학교, 종합학교 학생 수도 독립 후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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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ter/Hättich 2007, 523). 독립 후 진행된 대학교육의 상업화(민영화, 등록금 신
설)는 당초 기대와는 반대로 효율성이 아니라 양극화를 초래했다. 갈수록 많은 청
소년들이 외국 유학을 떠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독립 후에는 학술원도 해체되어 중앙아시아 학자들 사이의 교류와 접촉이 중단되
었다.
그리하여 독립 후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교육시스템은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빠
졌고 향후 문맹현상이 재현될 우려마저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인 이
들 나라에서 교사와 훈련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전략｣은 학교
교육, 직업교육, 직능향상교육, 대학의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
아전략｣은 기왕에 활동하고 있던 국제지원단체와의 협력 의향을 명시하고 있다.
학자와 대학생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중앙아시아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중앙아시아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장학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에 유럽연구소를 설립하고 유럽직업교육재단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
에 원격학습과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환경, ‘E-비단길’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
고 있다.
교육 분야는 인권이나 민주화 분야와는 달리 중앙아시아 나라 정부들의 이해관
계와도 부합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인권과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Kassenova 2008, 136). 또한 유럽이 제공하는 교육기회와
학술교류는 갈수록 증가하는 급진적 이슬람교육에 대한 대인이 될 수도 있다
(Sadyrbek 200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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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발전, 교역, 투자 촉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원 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에 놓여
있다. 세계 석유매장량과 가스매장량의 4-5%를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우라늄,
철광, 니켈, 금, 은, 납, 아연 등의 광물이 풍부하며 인구 약 6,000만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EU는 ｢중앙아시아전략｣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기업환경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Deutscher Bundestag
2008, 6)
경제 분야는 대체로 이데올로기 중립적이고 집권층의 부유화를 수반하기 때문
에 별다른 저항이 없는 분야이다. 게다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의 경제관계는 과거 식민지경제를 연상시키는 일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과 러시아는 완제품을 수출하고 중앙아시아는 거의 원자재만을 수출하는 구조
(Kraa 2007, 33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아시아 경제를 원자재 공급국
들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역내협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최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앙아시아 나라
들은 정치적,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기간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
적인 후견인으로서의 러시아의 역할과 최근 중앙아시아 정치에 대한 감독 강화, 다
양한 요구사항과 결부된 원조 및 투자는 중앙아시아 지도층이 다변화된 외교를 추
진하는데 갈수록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언어적으로나 문화
적으로, 심리적으로 외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
로 간주된다. 중국인의 대대적인 중앙아시아 이주와 경제적 입지의 강화는 중앙아
시아 주민들에게 “중국에 의한 점령”, 또는 “느린 잠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assenova 2008, 127 이하). EU의 지원은 러시아와 중국 일변도의 경제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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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하고 기간산업을 현대화하려는 이들 나라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Sadyrbek 2009, 127).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전략｣은 중앙아시아 4개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
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WTO가 이들 나라의 “경제의 포괄적인 개혁과 다변화,
그리고 국제무역 및 경제시스템에의 통합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아가 중앙아시아 상품에 대해 EU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EU의 ｢일반특혜관세제
도｣(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시행하는 것은 EU의 이해관계와
도 부합된다. 공동의 투자환경, 투자보호, 투명한 행정, 법적ㆍ제도적 여건을 갖추
는 것도 쌍방에게 이익이 되므로 2007년에 설치된 ｢중앙아시아투자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중개 및 자문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5) 에너지와 수송

EU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에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위원회에 따르
면 EU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0년 45%에 달했지만 2030년에는 약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공급국은 계속 러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2006년 봄부터 에너지안보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은 당연했다. 에너지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은 2007년 4월에 작성된
전략문서 ｢흑해시너지｣에 반영되었다. 이 문서는 ｢중앙아시아전략｣으로 가는 징검
다리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전략｣에서 EU는 현지 에너지시장과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 이 지역의 에너지 공급 및 배분을 다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관심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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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의향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
는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Baku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정기적인 회담을 진행함
으로써 EU표준에 맞는 에너지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유럽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것
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EU는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지역, 흑해 지역을 아
우르는 ｢범유럽에너지공동체｣를 지향한다.
반면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의 활동이 증가할수록 러시아의 불안은 커질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앞으로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치적ㆍ경제적
ㆍ군사적 협력관계를 확충하여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전기와 함께 에너지부문에 속하면서
긴급한 협상과 조정을 요하는 갈등요소이다. 자연자원은 부족한 산악국가인 타지
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독립국가연합｣에서 최대 수력발전국으로서 수자원을 충
분히 활용하면 자신의 에너지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파키
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Giese/Sehring 2007,
491). 그래서 EU는 ｢물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통합된 수자원정
책을 펴거나 ｢중앙아시아물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
아 수자원아카데미나 수자원연구시설연합을 구축하는 것도 EU와 중앙아시아 나라
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EU는 수자원을 둘러싼 지역협력에 재정적, 기술적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Sadyrbek 2009, 139). 이 부문에서 ｢중앙아시아전략｣의 실행
은 이탈리아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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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과 수단

EU 예산에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재원으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억
5,000만유로가 책정되어 있다. 연도별 예산은 2007년 5,800만 유로에서 시작해서
2013년에는 1억3,900만 유로까지 증액될 예정이다. 국제금융기관의 중앙아시아 프
로젝트를 위해 회원국들이 재원을 제공하고 있고 유럽투자은행도 중앙아시아로 투
자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EU가 러시아, 미국, 중국과 차별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의 30%가 협력증진사업비로 책
정되어 있다. 이 예산은 이 지역의 조직범죄, 인신매매, 마약거래, 무기밀매, 테러
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종족 간 대화, 에너지, 환경, 이민,
물관리, 국경보호, 수송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U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
고 있다.
첫째, EU는 잠재력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나라들과의 쌍무적
협력과 다자간 지역협력의 균형”(Erler 2007, 374)을 추구한다. 쌍무적 접근방법에
서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들 나라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과 사회문화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서 각국
은 자신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결과 EU는 기존의 우
호협력협정과 무역협력협정에 기초해서 개별국과 공동으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상을 작성할 수 있다. 쌍무협력은 특히 인권, 민주주의, 사회 보장, 교육 분야에
서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 쌍무적 지원에 EU는 중앙아시아 예산의 약 70%를
배정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5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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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빈곤퇴치가 쌍무협력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EU는 각국의 특수성
을 감안하면서 5개국이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보와 안
정, 경제협력, 에너지, 물 사용, 교통인프라스트럭처 등 지역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
해야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Weth 2007, 8).
둘째, EU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지역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동반협력협정｣, 위
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Baku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다. 여기에서 EU는 유럽안보협력기구, NATO, UN,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평의회의 베니치아위원회, 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유럽재건개발은행, 유럽투
자은행)과 협력하고 있다(Schmitz 2007b, 332). 나아가 EU는 중앙아시아의 지역
기구, 특히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상하이협력기구｣, ｢아시아협력회의｣
(CICA),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프로그램｣(CAREC),
｢지역정보조정센터｣(CARICC) 등과 건설적인 대화와 정기적인 특별회담을 추진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셋째, EU는 ｢중앙아시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협력형태인
“정치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고위급회담”으로는 외무장관
급의 정치적 대화의 정례화, 유럽 대표단의 정기적인 5개국 공식 방문, EU트로이
카와 전략실행조정관의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전략｣이 적용되
는 분야에서 수많은 포럼이 결성되었다. 가령 각국과의 정기적인 인권대화, 지역
차원에서의 정례적인 에너지대화, ｢EU법치국가협약｣에 관한 대화, ‘E비단길’ 대화
가 열리고 있다. 이들 정치적 대화는 한편으로는 행동계획을 감독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정치문화적 차이와 장래 포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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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chmitz 2007b, 337). 이처럼 이해와 신뢰를 증진
시키는 정치적 대화의 효과는 중앙아시아 5개국 상호 간에도 중요하다. 서로 밀접
한 관계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5개국
이 모두 모여 공동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전략｣ 차
원에서 5개국이 자주 모이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중간 평가
가. 성격과 특징

｢중앙아시아전략｣의 출발점은 중앙아시아가 유럽의 이웃의 이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럽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은 아프가
니스탄에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였다. 또한 안정에 대한 위협은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발생하며 민주국가가 보다 안정적인 국가라는 서구적인 인식
에 기초해서 국내정치적, 사회경제적 분야를 중점적인 지원분야로 채택했다. 안보
와 인권에 대한 관심 이외에 유럽은 이 지역의 에너지와 기타 자원에 대해서도 지
대한 관심을 가진다.
｢중앙아시아전략｣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 전략에 포함된 내
용은 민주주의 촉진, 경제발전, 인권에서부터 지뢰제거, 물 공급, 환경보호에 이르
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법치주의, 교육, 치안과 같은 민감한 내정 사안도 포
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행동강령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설정
된 목표가 포함된 이니셔티브들이기 때문에 EU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전략｣은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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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영
향을 미치기 위한 의향서로서 간주된다. 아울러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양자가 언제라
도 수정하고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과정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중앙아시아전략｣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작은 변화의 누적을 통해 목
표를 달성하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
아 나라들이 EU에 대해 가지는 회의적인 시각은 중단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역 간 협력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몇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에너지와 인권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구조를
강화했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
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Warkotsch 2007).
다음으로 이 전략에서 EU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대하여 “모범을 통한 변
화”(Krumm 2007, 14)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중앙아시아에서 중단기적
으로 권위주의화의 정치적 대세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므로 중앙아시아에
서 자신의 존재를 강화하고 유럽 모델의 장점을 전파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
다. EU는 지정학적 권력게임에 말려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신뢰를 선불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권력게임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
는 EU가 중국, 러시아, 미국만큼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의미도 가지므로 EU에
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측에서도 EU가 스스로 입지를 더욱 약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제기하고 있다(Eschment 2009, 23).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EU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불리한 측면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다. 또한 구
사회주의 나라들로 EU가 확장되면서 부패, 관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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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회원국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현재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아울러 EU는 ｢중앙아시아전략｣을 통해 소프트파워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단 ｢중앙아시아전략｣은 19세기말 중앙
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영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갈등을 비유한 “거대한 게
임”(Great Game)의 21세기 판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하드파워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과 차별화하면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택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권력게임에 관심을 가지는 러시아, 중국,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EU는 지금까지 “기술적이고” 지정학적 야심이 없는 “탈정치적인” 진출로
인해 중앙아시아라는 “장기판”에서 고전적인 라이벌이 아니라 영향력이 없는 플레
이어 또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Eschment
2009, 24). EU 내에서도 러시아와의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입장에서는 EU가 미국
과 협력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
고 이 지역을 러시아의 패권정치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만(Schmitz
2007b, 336) 이는 소수 의견이고 EU가 미국이 밀려나면서 생긴 권력공백을 공세
적으로 메우거나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EU 스스로도 회원국들 사이에 통일된 외교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견줄만한 군사력이나 권력정치수단을 보유하
고 있지도 못하므로 중앙아시아에서 이들에 버금가는 역할을 정기적으로도 지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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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지속가능성과 복잡한 조건이
붙어 있는 EU의 개발원조가 중앙아시아 집권층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약화시키
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는 EU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끝으로 EU는 러시아, 미국, 중국과는 달리 중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물 관리뿐만 아니라 마약밀매, 조직범죄, 국경문제 등이 지역 차원에서만
그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 내전도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공동 협력에
기초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의 경제적 관심의 핵심인 에너지 직
수입도 지역협력에 의거한 수송로 건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체 평가

EU는 ｢중앙아시아전략｣에 합의된 바에 따라서 2008년 6월 EU위원회와 평의
회가 공동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EU는 1년 동안의 성과가
“고무적”이며 1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EU 사이에 “질적으로 새로운 협력”이 이루
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자체평가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ropean Commission 2008b).

1) 정치적 대화의 심화

EU와 중앙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정치적 대화가 심화됨으로써 전략의 실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수많은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외무장관 회담도 두 차례 열렸
다. 최고위급 회담을 촉진하고 전략의 조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EU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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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전략｣의 실행을 담당할 국가조정관을 임명했다. EU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UN,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상
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협력회의｣(CICA),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앙
아시아지역경제협력프로그램｣(CAREC), ｢지역정보조정센터｣(CARICC)와 같은 지
역기구와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했다. 특히 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EU
특별대표부(EUSR)는 이 지역 주요국과의 정례적인 협의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한국과 중앙아시아에 관한 의견교환을 추진했다.

2) 쌍무적 접근과 다자간 접근

｢중앙아시아전략｣을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U 대표가 5개국을 방문
한 이외에 ｢동반협력협정｣과 ｢무역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5개국과 쌍무협력을 위
한 우선순위사업이 논의되었다. 마약 밀수, 국경관리, 환경문제, 물 관리, 에너지인
프라스트럭처 확충 분야에서는 지역 차원의 협력이 추진되었다. 환경보호와 물관
리에 필요한 EU와 회원국의 지원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중앙아시아전략｣은 인권보장,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중앙아시아의 장기적인 정
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EU는 모든 회담에서 인
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해서 중앙아시아가 특히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법률개혁과 사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법치주의이
니셔티브｣가 조직되었다.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분야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
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EU와 회원국들의 원조프로젝트와 연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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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과 교육

교육은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의 우선 핵심분야로서 EU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2008년은 ｢우즈베키스탄청년의 해｣로 지정되었고
Tempus와 같은 EU프로그램과 개별 회원국의 지원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 ｢중앙아시아교육이니셔티브｣가 개발되어 EU가 중앙아시아 모든 교육 분야
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유학생
을 위한 장학금이 배증되었다. ｢중앙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우선사업에
는 원격학습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인터넷망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E비단길’을 보완해줄 것이다. 중앙아시아연구교육네트워크 회의도
2008년 6월에 개최되었다.

5) 경제발전, 교역, 투자

EU는 중앙아시아의 세계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나라의 WTO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동반협력협정｣에 예정되
어 있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나라들의 입법과 관행을 EU의 관련 규정에 접근시
킴으로써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고 경제관계를 다변화하도록 기술적 지
원을 제공했다. EU의 지원프로그램은 중앙아시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아시아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에 ｢중앙아시아투자프로그램｣을 착수했다.

6) 에너지와 운송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은 EU와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공통관심사이다.
EU는 수입을,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수출을 다변화하는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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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ku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역 차원의 대화가 강화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
가간석유가스수송｣(INOGATE) 프로그램은 국제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원해주는 중심수단이 되고 있다.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에너지수송로를
건설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술적 검토
결과를 놓고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다. EU는 Nabucco프로젝트가 최근 6개월 동안
이룩한 진척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정부 간 협약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되
기를 희망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문제
가 핵심 사안이다.
수송 분야 협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협력이며 EU는 중앙아시아가 동
북아시아까지 육로로 연결할 경유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송 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은 ｢Baku이니셔티브｣의 ｢유럽코카서스중앙아시아수송회
랑｣(TRACECA)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TRACECA의 정부간 위원회
에서는 수송로를 건설하기 위한 2개년 행동계획이 승인되었다.

7) 환경과 물

기후변화와 국제안보가 미칠 영향에 관해 2008년 3월 EU평의회에 제출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앙아시아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물 공급 및 관리와 식수 위
생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역협력이 필수적이다. 물 관리는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민감한 환경문제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사이에서 지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화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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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에너지 효율성과 물 효율성을 결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안고 있다.

8) 공동 위협 및 도전

정치적ㆍ군사적 위협, 국경관리, 밀수, 에너지안보, 환경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료급 안보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국경관리｣(BOMCA)와 ｢중앙
시아마약행동프로그램｣(CADAP)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약 1,500개에 달하는
국경수비대의 통합국경관리를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정이 제공되었다. CADAP는
BOMCA와 연계해서 점차 마약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마
약밀거래와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정보조정센터｣(CARICC)에 가
입해 있는 나라들의 정보기관 네트워크 설립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과의
국경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엔마약범죄
국｣(UNOD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경관리와 마약통제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EU가 공동 후원했다.

다. 전문가 평가

｢중앙아시아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유럽의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이
깊이 간여했기 때문에 전략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총론적인 측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도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각론에서는 엇갈리
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중앙아시아전략｣이 실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
문에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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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인 안보위험의 제거에서는 성공적인 반면에 지역 안보
및 안정과 결부된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유럽적 가치가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상
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Warkotsch(2008)는 ｢중앙아시아
전략｣을 실천하면서 서방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고 비판하
고 있다(87 이하). Melvin/Boonstra(2008)도 이 전략의 실천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의 접근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활성화보다 우선했다고 비판하면
서 인권문제는 다른 분야와 분리해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중앙아시아전략｣의 핵
심부문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략 선언 후 2년이 지났지만 EU가 중앙아시아에 간여하는 명확한 목표설정은
물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다(Melvin/Boonstra 2008, 1).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화의 촉진이 ｢중앙아시아전
략｣의 진정한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및 중국과 경
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중앙아시아 정부들이 거북해 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제시하
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Niepagenkemper 2007, 3).
EU가 중앙아시아 나라들과의 “성과지향적인 인권 회담”을 중시하고 이를 ｢중
앙아시아전략｣에 명시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보다 강력한 “규범적인 행동”을 요구
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Kraa 2007, 10). 그렇지만 개별 국가의 인
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EU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난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EU기구들이
일관성과 일체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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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 인권단체의 평가에 따르면 2년 동안 EU는 이 핵심 분야에 그다
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EU의 자체평가서에서도 2008년에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진 인권회담과 여타 조치들, 수단들이 열거되고 있을 뿐 인
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인권 개선 성과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래서 ｢중앙아시아전략｣은 지금까지 “오로지 엘리트에 의해 조종되는 프로젝
트”(Graubner 2008, 4)라는 혹평을 받고 있고 “안보와 에너지에 주로 집중된 EU
의 이해관계는 가치지향적인 민간권력이자 정직한 동반자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해
가 될 수 있다”(Sadyrbek 2009, 116)는 경고마저 받고 있다.
EU가 ｢중앙아시아전략｣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협력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독일 외무부 Gernot Erler차관은 이 전
략이 실행되는 동안 중앙아시아 나라들 스스로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
한 의식과 유럽의 파트너로서의 의식이 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지역의
식이 이 전략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5개국은 소연방
70년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지역협력이 기
대에 미치기 못하고 있으므로 EU는 개별국가와의 협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
견도 제시되고 있다(Niepagenkemper 2007, 5).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 측에서는
이 전략이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협력
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라
들 사이의 대화도 촉진하고 있다는 다소 눈높이 낮은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Eschment 2009, p. 23).
아울러 중앙아시아의 안보 개념이 중국, 러시아와는 정권 안보라는 의미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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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에 EU의 안보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아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
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제안되고 있다. 첫
째, EU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의미하는 안보위협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EU는 중앙아시아 정부들로 하여금 유럽의
안보 개념을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는 EU의 안보 개념에서 인권
과 법치주의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EU는 ｢중앙아시아전략｣을 실행
할 때 유럽의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안보를 국가안보와 결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종합”)(Sadyrbek 2009, 89 이하).
EU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
앙아시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매우 크다. 특히 이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은 EU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겠지만 “유럽의 새로운 주유소”(Halbach 2007, 97)가 실현되기 까
지는 적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러시아를 경유하는 파이
프라인 이외에 다른 수송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망
을 건설하려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가스생산국 이외에
카스피해 연안국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카스피해 분할에 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흑해 연안국들 사이에서도 흑해를 둘러싼
주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EU가 파이프라인 매설에 필요한 민간투자자를 찾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가령 Nabucco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1) 중앙아시아의
수출 잠재력은 EU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에 기여하겠지만 EU의 에너지 수입수

1) 2009년 정부간협정이 조인되었고 2012년부터 가스수송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abuccoGas Pipeline Project, in: www.nabucco-pipe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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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증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Götz(2007)와 Rempel et al.(2007)
에 따르면 EU의 수입선 다변화에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려면 이란이 EU에 대대
적인 가스수출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파이프라인이 건설될지라도 중앙아시아 원
자재가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가스생산국은 스스
로 수출국을 선택할 수 있고 중국, 터키, 파키스탄, 인도, 미국도 이 지역 에너지
수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중앙아시아 원자재를 둘러싼 경합은 예정되
어 있다”(Rempel et al, 2007, 440).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를 내수뿐만
아니라 유럽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Schmitz
2007b, 333).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
국도 중앙아시아산 가스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다. 넷째, 에너지정책이 갈수록 안보
정책적인 권력게임으로 발전하므로 언제나 러시아 독점기업 가스프롬의 대응전략
을 고려하고 가스프롬과 “다변화 경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Götz
2007, 449). 2008년 여름에 벌어진 그루지아와 러시아의 “5일전쟁”은 과거 소연방
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취약하고 코카서스와 흑해 지역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
럽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정면대결은 피하고 중앙아시아 진출에서 러시아를 동참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Melvin/Boontra 2008, 5 이하).

V. 맺음말: 시사점
EU의 ｢중앙아시아전략｣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EU의 정치적, 안보정책적, 경제
적 이해관계가 투영되어 있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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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상호의존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각 영역의 문제를 고립적이 아니라 하
나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전략｣은
민주주의 촉진, 경제발전, 인권에서부터 지뢰제거, 물 공급,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담고 있다. 또한 법치주의, 교육, 치안과 같은 민감한 내정
사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추진전략에서도 외부 충격에 의한 급진적인 변화가 아
니라 “모범을 통한 변화 유도”, 점진적인 변화의 누적을 통한 목표 달성이라는 진
화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
릴 가능성이 크다. EU 스스로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렇지
만 다양하고 복합적인 목표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스스로 장기간에 걸쳐 달성하도
록 지원하겠다는 원칙(“대화를 통한 설득”) 때문에 EU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
게 드러나지 않는 단점도 안고 있다.
EU의 전략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안보정책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EU의 전략은 한
편으로는 소프트파워로서의 EU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부합되고 EU가 추구하는 기
본가치(평화, 민주주의, 인권, 정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전
략은 중앙아시아에서 EU보다 먼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의 전략과 가능한 한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을 보
충해주는 의미도 가진다. 중앙아시아를 ‘확대된 EU’의 이웃으로 간주하면서 안보
정책적 관심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사력의 사용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중
앙아시아 진출 강화가 이들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
럼에도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는 EU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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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EU는 러시아, 미국, 중국과 차별
화하면서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지역협력을 ｢중앙아시아전략｣의 다양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안정과 협력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EU가 추구하는 안보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라는 목표가 지역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처럼 러시아, 미국, 중국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EU의 추진전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에서는 러시아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EU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산 에너지를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수입하려는 프로젝
트를 추진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모든 중앙아시아산 에너지를 러시아를 경유하여
재수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앙아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에서
러시아의 우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EU의 전략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EU와 유사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
국이 EU 전략과 같은 수준의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는 어렵겠지만 다각적
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협력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안보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EU보다도 더 압력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으므로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나 인권 상황
에 대하여 EU식 ‘정치적 대화’를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모범을 통한 점
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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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U가 동유럽 나라들을 통합과정에 성공적으로 동참시킨 경험에
기초해서 중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한 역사적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염두에 두면서도 지역과 산업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채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접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주변 국가에 수출하기 위
한 제품보다는 현지 주민과 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분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EU나 러시아는 물론 중국이나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는 현지 소비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WTO에
가입하거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EU보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이들에게 보다 인접해 있는 한국의 경험이 더욱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서는 EU처럼 5개국 모두를 위한 지원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중앙아시아인들의 역
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장과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이
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U의 경험에서 보듯이
5개국 사이의 상호불신이 지역협력 증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
기적인 조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교
류를 확대하는데 한국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ㆍ훈련과 관련해서는 EU
도 이 부문에 대한 지원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EU와 현지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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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과
원격학습을 위한 ‘E비단길’ 프로젝트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과 평생학습 경험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문제이자 환경문제이고 안보문제인 물관리에 대한 지원
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하면서 무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에 제공되는 개발원조를 물관리 프로젝
트에 투입한다면 1석3조(에너지, 환경, 안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자원과
에너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
EU 모두 초미의 관심을 가지므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실익을 취하기는 어
려우며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에 기초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
는 중앙아시아 에너지를 내수용으로 뿐만 아니라 EU에 재수출하기 위해서도 사용
하므로 EU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둘러싸고 EU와 러시아의 관계에 따라서는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수입선
다변화가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산 에너지를 다른 지역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위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각 강대국과 상이한 내용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다층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안보와 안정은 물론 마약,
무기 등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을 모색한다면 EU처럼 UN, 유럽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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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EU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는 교육ㆍ훈련과 물관리 프로
젝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EU는 중앙아시아를 경유지로 하여 동아시아
와 연결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도 가지므로 이를 한반도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EU
의 자체평가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EU의 전략에서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설정되어 있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수입국 중국보다는 에너지 수출국 러시아와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산 에너지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때
한국은 시베리아산 에너지 수입과 연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수립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 중앙아시
아와 협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대외관계를 국내정치용으로 전락시키는 언행은 삼가
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자원외교’ 하러 간다고 선전하고 아프리
카 외무장관을 초빙한 포럼에서 ‘경제외교’를 표방하는 것은 대국민 홍보용으로는
적합하겠지만 스스로 상대국에게 속내를 드러내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불신
을 자초하는 커다란 실책이다. EU, 미국, 러시아, 중국 어느 나라도 개도국에서 자
원, 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입하면서 ‘자원외교’, ‘실용외교’를 전개한다는 속내를 드
러내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이 한국과 중앙아시
아 쌍방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는 정확한 사실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내용 메시지와 대외용
메시지가 일치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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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소련의 해체는 유라시아대륙의 전략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어 세계정치ㆍ경제 및 전략상
의 중요성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은 이미 강대국 경쟁의 각축장
이 되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중앙아시아5개국1)(이하 중앙아시아)은 독립국가로 홀
로서기엔 인적ㆍ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유엔의 평가에 의하면 중앙아
시아는 국제법상의 독립된 지위는 획득하였으나 법률상의 독립과 실제적 의의로서
1)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회원이기도 하다. 총면적은 약 4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해 구소
련면적의 17.8%, 인구는 약 5,600만 명으로 구소련 전체 인구의 17.6%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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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었다. 구소련 해체 전 중앙아시아 전체의 고
정자산투자액은 구소련의 11.5%, 국민총생산액은 11.4%, 공업생산액은 6.5%, 농
업생산액은 14.9%에 달해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는 독립에 필요한 국민경제체제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원재료 공급기지로서의 지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도는 제고되었으며 수출입 무역액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더구나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이 부단히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면
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사회로의 융합문제는 중앙아시아 경제가 처한 경제적 상
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발전
에는 자원의 효율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이것은 중국이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마당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개혁ㆍ개방 이래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의
수요를 촉발시켰다. 중앙아시아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에너지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외화를 에너지 수출로 확보하고자 한다.
이렇듯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상호간의 공통이해에 근거해 협력을 강화할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에게나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
고 있다.

2) 侯松岭, 迟殿堂(2003),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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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2001년에 성립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
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SCO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이해하는데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SCO의 성립배경과 SCO를 통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도 비
중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신아시아 구상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현정부
출범이후 활발한 자원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우리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되돌아보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

1.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
가. 중앙아시아 국제정치

국제여론의 보편적 인식은 21세기의 중앙아시아지역은 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강대국들의
쟁탈전으로 인해 세계의 새로운 열전지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3)
중앙아시아는 CIS 지역 중 하나로서 러시아ㆍ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ㆍ중국에 대해 현실적,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

3) 古丽阿扎提외(200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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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이란,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또
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 세력의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립의 장이며4) 아울러
그들 사이에 영향권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우월한 이해관계를
가질 권한이 있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5) 특
히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석유ㆍ가스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자신들이 이 지역의 유전개발 및 운송에 필요한 투자를 진행시켜 왔다는 것이다.6)
러시아의 정책가들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틀을 강화하고 있고 2004년 말부터는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의 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SCO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반테러 연대의 참여를 통해 미
국과의 협력 확대 등과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중 하나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남부 국경지역, 특히 아프가니스탄으로부
터 마약 및 무기가 밀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다.7)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요소와 반테러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안정을 조장
하는’요소가 약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와 관련한 미국의 대러시아 인식은 “러시아

4)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이 지역에서 상대국을 밀어내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한 자신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불안정을 조장하는(alarmist적인)’인 접근
방법).
5) Vasily Mikheev(2004), p. 3.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영향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러시아 우위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세력
균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6) 이상민, 신형직(2000), p. 61.
7) 고재남(2001),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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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참여와 경쟁에 대하여 반대 한다”는
것이다.8) 미국은 전략적 힘에서 자신의 우세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연대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그 국가들이 압력이나
강압정책의 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에너지 자
원의 접근에 있어서 과연 러시아 및 중국과 어떻게 협력과 경쟁의 방정식을 풀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이 그들의 정책을 역내 자원의 독점적
지배를 목표로 하는 제로-섬게임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이다.9) 미국에게 중앙아시아는 무
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보루이다. 원리주의,
마약거래와의 전쟁이라는 과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10)
중앙아시아 전략 환경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
려,11) 중국을 배제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군사, 정치적 협력의 발전에
대한 우려, 중앙아시아 시장과 천연 자원의 개발 과정에서 입지 모색, 테러, 원리주
의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및 러시아와의 공조가 그 내용이다.12) 그러나 중국이 주
변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급속히

8) 孙海吗,赵晓雷主编(2003). p. 579.
9) S. Neil Macfarlane(2004), p. 449.
10)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평화재건을 위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CO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프로그램을 개
발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한 SCO의
아프가니스탄 접촉 그룹 결성 제안을 지지해 왔다. 현재 모든 회원국은 이 발의에 대한 각국의 입
장과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11) S. Neil Macfarlane(2004), p. 459.
12) Vasily Mikheev(200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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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및 영향력 확대를 미국
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13) 중국에게 최우선
과제는 중국 서북부 이슬람화와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이
다.14)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은, 바로 인접한 중국 서북지역의 안전과 안
정에 긴요한 사안이며 기타 중국의 다른 지역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안보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15)
중앙아시아에서 3대 강국 간의 관계는, 그 중 어느 한 측도 중앙아시아에서 정
치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느끼지 않도록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대국 중 어떤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들어와도 이미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이해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입장에 처한 것이, 중앙아시아와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이
해관계이다.16)
나.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

석유 및 가스 수출에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의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 및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
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지역간,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극심하며, 각 부문별 전문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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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에너지 부문에 지나치게 의
존된 산업구조와 장기간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만연,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 고물가 지속 및 빈민층 확대, 일부 국가의 인접국가와의 영토 분쟁 등 불안
요인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17)
특히, 2008년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엄습한 가운데 중앙아시아도 그
영향권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융자능력 및 은행권의 단기채무 상환능력의 저하였다. 제2차 파급 영향은 실물경제
에 나타났다. 은행의 자국경제에 대한 대출능력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유동자금과
소비자 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중앙아
시아의 자원형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외에도 러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중
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교역이 부진했고,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외화수입 감소로 나타
났다. 중앙아시아 GDP통계를 보면 2008년 상반기 중앙아시아 GDP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2008년 전체 GDP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18)
표-1. 중앙아시아 5개국 GDP 증가현황
(단위: %)

년도
2004
2005
2006
2007.1-9
2008 상반
2008 전체

카자흐스탄
9.6
9.7
10.6
9.7
5.4
5.0

우즈베키스탄
7.7
7.0
7.2
9.8
9.3
8.0

키르키즈스탄
7.0
-0.3
2.7
8.5
7.1
7.0

타지키스탄
10.6
7.5
7.0
7.2
7.2
4.1

투르크메니스탄
9.0
6.0
6.0
20.7
20.8
9.5

자료: 于树一｢中亚地区与国际金融危机｣俄罗斯东欧中亚国家发展报告中国社会科学院.2009年

17) 김화년(2009). p. 17.
18) 于树一(200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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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9위(272만 ㎢)로서 西유럽 면적과 비슷한 크기이다.
카자흐스탄 북ㆍ서부를 관통하는 러시아와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6,467
㎞)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과는 남부 국경을, 중국과는
동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은 알타
이 산맥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 2,000~3,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매장량 100
억톤, 석탄매장량 39.4억 톤, 천연가스매장량 30,000억 입방미터, 지표수자원은
530억 입방미터에 달한다. 이외에 카자흐스탄은 중석, 동, 납, 아연, 크롬, 몰리브
덴, 인 등의 자원매장량 또한 비교적 풍부하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며, 경제발전 속도도 가장 빠
르다. 2007년 카자흐스탄의 GDP는 1,038.43억 달러에 달해 중앙아시아 총액에서
70%를 점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5% 신장된 것이다. 2008년 카자흐스탄
의 경제성장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의
하면 2008년 상반기 GDP 총액은 약 576.27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4%
중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완만해져
정부는 부득이 2008년 GDP예측치를 하양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19)
최근 카자흐스탄은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부실 증가로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성장률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신용경색의 여파로 건설 및 금융부문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부실화를 통한 금융불안이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혁신산업발전전략 2003~15’ 추진에 따라 산업구조 다각화

19) 吴宏伟(2009), p. 236.

156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정책제언

가 진행되면서 2010년에 회복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연평균 8.8~9.2%다.20)
카자흐스탄의 2008년 상반기 대외무역 총액은 521.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5%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은 350.47억 달러로 동기대비 60.7%, 수입은
170.932억 달러로 동기대비 15.5% 증가하여 179.5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근래 특징적인 사항은 CIS국가와의 무역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상반기 카자흐스탄의 대 CIS 무역총액은 136.423억 달러로 동기대비
35.3%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외무역 총액의 26.2%를 점하는 것이다(2007년 상반
기 27.6%). 러시아는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주요한 무역파트너이며, 중국은 제2대
교역국이자, 제3대 수출국이고 2대 수입국이다.21)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2,700만 명인 중앙아의 최대 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원유ㆍ천연가스ㆍ금 등이 풍부한 투자 유망 국가이다. 원유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구소련 연방국가중 제4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표-2]

표-2. 우즈베키스탄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구 분
원 유
가 스

매장량
13.4억 배럴
37.1 tcf

생산량
134천 b/d
5.4 bcf/d

자료: 2004 Oil & Gas Journal(외교통상부2007) 재인용)

우즈베키스탄은 총 162개의 유ㆍ가스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원유는 약 50
개 유전, 가스는 약 25개 가스전에서 생산 중이다. 금은 추정 매장량이 5,000톤(세

20) 김화년(2009), p. 13.
21) 吴宏伟(2009),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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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위)으로 연간 86톤을 생산(세계 9위)한다. 면화는 세계5위 생산국이자 세계 2
위 수출국으로서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통신, 관광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부상 중
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이후 다민족, 다종교 국가라는 특성을 고려 정부 통제하에
점진적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급진적인 경제자유화ㆍ정치 개혁에 따른
정치, 사회불안 유발 우려 및 이를 요구하는 IMF, IBRD 지원을 거부하고, 해외
차입 및 투자유치, 자원 수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원면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수출
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심화된 2008년 말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수출가격도 동반 상승하
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도 글로벌 금
융위기에 대한 타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8년 경
제성장률은 9%대로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세계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경제성장 및 발전에 주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2)
한편,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였는데, 그 중 공업은 12.2%, 농업은
5.4%, 소비제품 생산은 16.6%, 투자는 19.8%가 증가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9.4% 증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유국이지만 생산되는 석유는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어 2007년과 2008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는 그다지 크지 않았

22) 김화년(200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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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금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금산지로 명성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은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야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23)
투르크메니스탄 국토면적은 49.12평방미터, 인구는 607만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과 동서간의 중요한 운수교량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가 매우 유리하다.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 전환
시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어온 투르크메니스탄은 1999년
부터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발전전략인 ‘2000~10년 사회경제 전환전략(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10)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
용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사업
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
획이다. 또한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ㆍ가스ㆍ수
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한다.24)
2004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포하여 사유화
대상기업을 정부가 공개하였다. 정부는 “국유자산과 사유재산관리국”을 설립하여
기업사유화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경영을 구소련식 모델로 운영하고 있어 자원의
이용효율이 비교적 떨어지고 있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
나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외관계 면에서는 “적극적
중립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정부가 국내, 국제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융
통성과 유효성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5)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에 2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GDP는 전년동기
23) 吴宏伟(2009), p. 236.
24) 외교통상부(2007), p. 35.
25) 姚大学. 王泽壮(2004),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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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1% 증가하여 약 298.4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 공업은 26.6%, 농업은
19%, 건축업은 20.9%, 교통과 통신은 20.5% 증가하였다.26) 2007년 대외무역 총
액은 127억 달러로 동기대비 26.8% 증가했으며 그 중 수출은 85억 달러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
지속, 불투명한 재정운영, 최하위권의 국제 신인도 등 취약점이 많아 외국인투자가
부진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개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
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혁ㆍ개방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국가발전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은 국토면적 19.85평방킬로미터, 인구 480만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소유제를 정비하고 경제체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사유제 개혁의 중요성을 자각하
여 신속하게 사유화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7월 키르키즈스탄정부는 3개항의
경제안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첫째, 키르키즈스탄 국가발전기금회를 발족시킨 가
운데 은행융자를 통해 상업방식으로 국가 우선 산업을 발전시킨다. 둘째, 키르키즈
스탄 국가식량공사를 설립하여 국가의 비축식량을 확보한다. 셋째, 예금자보호기금
을 만들어 상업은행 파산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08년 상반기 키르키즈스탄 경제는 상당히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 주로 금광산업과 같은 자원산업에 의존하여 실현된 것으로 다른 산업분야는
미발달된 상태이다. 2008년 상반기 공업생산액은 약 10.37억 달러이며 이는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이다. 키르키즈스탄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8년 1-11월 간
GDP총액은 약42억 달러이며 동기대비 7.5% 성장하였다. 현재 키르키즈스탄이 처
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는 물가상승, 기초설비 노후화 및 전문인력의 부재이

26) 吴宏伟(2009),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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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키르키즈스탄의 대외무역통계 수치는 많지가 않다. 그러나 2007년 통계에
의하면 키르키즈스탄은 여전히 CIS 국가와 주요한 대외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으
며 이들 국가와의 대외무역총액 점유율은 약 60% 정도에 달한다.
타지키스탄은 국토면적 14.31평방미터, 인구 535.7만 명이다. 타지키스탄에는
탄광, 천연가스, 철광 및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나 대부분 아직 미개발되어 있다. 타
지키스탄의 주요 수입품은 광산품(40%), 화공산품(33%), 차량, 기계설비 및 직물
이며 주요 수출품은 알루미늄, 과일채소류, 방직원재료 및 그 제품, 비철 및 희귀금
속이 있다.28)
타지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자료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GDP는 65.62억 소마
니(somani)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9.07억 달러(1달러는 3.4410 somani)이
며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2008년 상반기 공업생산액은 27.45억 somani
이며 전년 동기대비 3.9% 하락하였다. 주요 원인은 2007년 겨울에 혹한이 찾아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제한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공장 개설이 지연되고 상품생산
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2008년 상반기 농축산업생산액은 16.24억 somani (약
4.72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것이다.29)
타지키스탄의 2008년 상반기 대외무역 총액은 23.25억 달러이며 전년 동기대비
24.3%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은 7.89억 달러로 동기대비 7.3% 증가하였다. 수입
은 15.3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3% 증가함으로써 무역적자가 7.47억 달러
발생하였다. 2008년 CIS 국가와의 무역액은 10.05억 달러로 대외무역 총액의
56.7%를 점한다.30)
27) 吴宏伟(2009), p. 237.
28) 师 博, 秦放鸣(2004). p. 32.
29) 吴宏伟(2009),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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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
가. “상하이 5국” 정상회담 기제의 형성31)

“상하이 5국”기제는 중국과 구소련 및 이후의 중, 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국경회담에서 기원한다.32) 1991년 5월 중국과 소련은 «중소 동부
국경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91년 12월 말 소련이 해체되면서 15개 공화국은 모
두 개별 주권국가로 거듭났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연방(1991년 12월 7일), 카자
흐스탄(1992년 1월 3일), 키르기즈스탄(1992년 1월 4일), 타지키스탄(1992년 1월
5일)과 각각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오래지 않아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
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지역에서 상호간에 군사력을 감축하고 군사
부문에서의 신뢰를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회담을 시작하였으며 그 회담은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은 추후 “상하이 5국” 기제 탄생의 토
대가 되었다.33) “상하이 5국”으로부터 “상하이협력기구”로의 발전에는 두 가지 단
계가 존재한다. 즉 “상하이 5국” 정상회담 기제의 형성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식 성
립 단계이다.
제1단계는 “상하이 5국” 정상회담 기제가 형성된 1996년 4월 - 2001년 6월 이
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상호신뢰와 국경지역 철군, 지역안전 강화, 그리고 분리주
의, 테러리즘, 이슬람 원리주의로 대표되는 3대 악에 대한 공동연합전선을 구축하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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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이다.
1996년 4월 26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
정상은 상하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 키르기즈스
탄공화국, 타지키스탄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의 군사부문 신뢰에 관한 협정 »을 정
식으로 체결하고, “상하이 5국” 정상회담의 정기적인 회의체로의 형성을 시작하였
다. 이 협정은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정치, 군사 문건으로서 5개국이 인접국
가와 상호신뢰와 우호를 희망하는 것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4개국과 평화공존원칙의 기초위에서 불동맹, 불대항, 상호이익,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7000
여 킬로미터의 긴 국경선이 존재한다. 이 협정은 국경지역의 군사부문에서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국경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경지역의 경제발전과 국
경주민간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는 가운데 5개국 간 장기적인 선린우호관계의 발전
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1997년 4월 24일 SCO 정상회담 2차 회의는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었는데 «국경
지역에서 상호 철군 및 감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내용은 국경지
역의 군사력을 철군 혹은 감군하고 인접국과 상응하는 수준만 유지하고, 방어력만
유지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무력 불사용, 군사력의 우세를 도모하지 않고, 국경지
역의 군사력을 상대국 영토에 진입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최초의 군사력 철수와 감축을 내용으로 하
는 국가 간 문건이다. 5개국은 국경지역에 광활한 완충지대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완충지대는 지역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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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국경지역의 상호신뢰를 강화하여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5개국 간의 우호,
평등신뢰, 상호협력의 관계를 발전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8년 7월 3일, “상하이 5국” 제3차 정상회담이 알마티에서 거행되어 «알마티
성명 »이 체결되었다.34) 이 회의에서 명확히 한 것은 5개국 공동으로 각종 형태의
분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활동 및 무기 운반, 밀수 및 마약 판매 등과 같은
역내 해악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최초로 상호이익과 실제적 이해를
원칙으로 5개국 상호간의 지역성 경제협력 문제를 제기하였다.35)
1999년 8월 25일, “상하이 5국” 제4차 정상회의가 비슈케크에서 거행되어 «비
슈케크 성명»이 체결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역시 “3대 악”이 국제테러리즘, 민족분
리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임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척결하기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마약류의 불법 판매와 무기밀매, 불법이민과 다양한 형식의 다국적 범죄행위를 분
쇄할 것을 결의하였다.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는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실크 외교” 실행하며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상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지지를 받았다.
2000년 7월 5일 “상하이 5국” 제5차 정상회의가 두샨베에서 거행되어 «두샨베
성명»이 체결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인 카리모프가 옵서버로
서 회의에 참가하여 “상하이 5국”이 상하이협력기구로 가는 과도적인 조건을 창출
하였다. 회의를 통해 “상하이 5국” 체제는 “인접국간 신뢰, 호혜평등, 협조단결, 공
동발전”이라는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체현하였으며, 신국가관계, 신안보, 신지역협
력 방식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34) KORTA(2004).
35) 常慶(2003),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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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출범36)

제2단계는 2001년 6월에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상하이협력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전면적인 지역협력을 실행하고 점차 제도화
해 나가는 시기이다.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과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공화국, 키르기스스탄공화국, 타지키스탄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의 군사부문 신뢰에
관한 협정»,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 키르기즈스탄공화
국, 타지키스탄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의 군사부문 신뢰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
로써 “상하이 5국”에 가입을 하였다.
2001년 1월 우즈베키스탄이 “상하이 5국” 가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상하이 5국”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
여 동의하였다. 2001년 6월 14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 정상은 공식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
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공동성명»을 통과시켰다.
2001년 6월 15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6개국 정상이 상하이에서 다시 한 번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하는 지역성협력
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창설하고 «상하이협력기구 성립 선언»에 서명하였
다. 이는 “상하이 5국”기제가 SCO로 더욱 높은 차원의 지역기구로 발전되어 나간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역내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회원국들의 근본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6개국 정상이 서명한 «테

36) 박병인(2005.9), pp. 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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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즘, 분리주의 및 이슬람원리주의 척결을 위한 상하이공약»은 3대 악을 척결하
기 위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유라시아면적의 3/5를 점하는 6개국은
SCO 성립을 통해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국제정치질서를 세우는데 적
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2009년 11월 현재 이 기구는 6개의 정 회원국과 몽골, 이란, 인도 및 파키스탄
등 4개의 옵저버 국가 그리고 백러시아와 스리랑카를 대화 동반자로 두고 있다. 4
개의 옵저버 국가 중 몽고 이란 파키스탄은 정식회원국 자격을 신청한 상태며 미
국은 옵저버 국가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상설기구로 2004년 1월 베
이징에 사무처를 설치하였고 ‘반 테러리즘, 반 극단주의, 반 분열주의’ 문제를 처
리하기 위한 역내 테러척결 센터도 상설해놓고 있다.37) 연례 정상회담과 총리급
회담 및 외무장관 협의회와 국가 간 이사회 조직도 가동하고 있다.38)
당초 이 기구는 중국이 제의하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
식 언어도 중국어과 러시아어로 되어있다. 그 동안 이 기구는 2002년 대 테러기구
설립 협정부터 2003년 회원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서 2005년에는 모든

37) 2006. 10. 17 Ташkeнт, ШОС. Дирekтop Иcпoлkoмa Peгиoнaльнoйaнтитeppopиcтич
eckoйcтpykтypы. KCЫMOB Bячecлaв Teмиpoвич 인터뷰.
SCO 반테러센터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6.17 공식 등록된 기구이
다. 주업무는 테러에 대한 정보 분석 및 보고, 대테러활동 추진, 국제 대테러 정보분석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테러센터는 현재 러시아 국가보안성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국가보안
성 관계자 30여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다. 반테러센터는 2개 부서(집행위원회, 대테러회의0로 구
성되어 있으며 유엔안보리 대테러기구, CIS 대테러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4년 테러방지를 위한 data-base 공동협력 문서를 체결하는바,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전문가들
이 모여 data-base 장비설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SCO내에서 반테러센터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SCO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8) http: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102105850(검색일 20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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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참여하는 군사합동훈련까지 합의하였고, 2007년에는 ‘평화 사명 2007’이
라는 합동 군사 훈련도 시행하였다.39) 그러나 2008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천명
하고 국제 금융 위기가 대두되면서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옮아가는 상황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당연히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이에 따른 국제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중국은 이들 지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원조 및 자금
지원을 공약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09년 10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SCO 제8차 총리회담이 끝났다. 이번
회의는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한 뒤 폐막
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G2로 성장한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원
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지난 2001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하에 시작된 이 기구는 이제 중국의 국력 상승과
더불어 중국 주도의 외교 무대로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있다.40)

다. 쟁점과 전망

SCO의 발전문제에서 최근 2년간 안보협력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협
력 중심으로 하느냐의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한 견해는 안보문제가 여전히
SCO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SCO는 계속하여 중점을 안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41) 다른 한 견해는 중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이미 개선되었기에 SCO는

39) 박상남외(2005). p. 6.
40) http: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102105850(검색일 2009.
11.19).
41) 許濤(2006).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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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중점을 경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견해는 SCO의 최
대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적 경향으로 해석된다. 즉 중국은 경제협력 강화
를 더 희망하나 러시아는 안보 협력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중
국은 SCO의 협의체제내 경제협력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42)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협력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하다. 2005년 10월 SCO 총리회의
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동안 푸틴대통령은 특히 SCO의 미래 주요방향의 하나가
여전히 안보문제이며 SCO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SCO 총리회담은 통상 경제협력 추진을 테마로 진행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총리회
담기간 안보문제를 강조하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안보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SCO의 안보기구화 및 반나토 군사동맹화에
는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다. 안드레이 골로보추크 러시아 국방위원은 2007년 8
월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나토와 균형을 맞추길 바란다”며
“SCO가 과거 바르샤바조야기구를 대신해 나토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43)
그러나 비록 중러가 국제사회질서를 보는 시각과 철학은 동일하지 않다하더라도
SCO가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의 발전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중
국과 러시아 공히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현시점에서 미국과의 충돌은 원치 않
는다는 것이다.44)
이론적으로 말하면 SCO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은 상호 충돌의 성격은 없으며
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다른 한 분야의 협력 약화를 자연적으로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2개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이며 각자 자체의 운영체제와 동
42) ｢신화사 통신｣, 2007.8.12.
43) ｢한겨레신문｣, 2007.8.12.
44) 冯玉军(2007), p. 98.

168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정책제언

력이 있고 소요되는 자원의 쟁탈 문제가 기본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립의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협력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 SCO가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해도 발전하는데 있어 아직도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경제기술 협력을 예로 볼 때 회원국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경제력 특히 대
외 투자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각국에서 제출한 127개 협력 사업을 모두 실현하려
면 최소한 100억불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역시 현재 회원국 경제력으로 감당
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무역협력에서 볼 때 위에서 서술한 중국과 러시아 중앙
아시아 국가의 무역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횡적인 비교를 통하여 볼
때는 협력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중국과 러시아
양국 무역을 예로 보면 연간 양국의 무역액은 291억불로 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무역액(302억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국과 한국 무역액의 26%에 불과하다. 중
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역액은 더욱 적어 예컨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액은
6.8억불, 타지키스탄과는 1.57억불밖에 안된다. 이외에도 상호 투자규모가 크지 않
아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의 투자액은 10여 억불 밖에 안되는데 이는 양국의 종합
국력을 놓고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론은 보편적으로 SCO
회원국의 경제협력이 정치협력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본다.
안보협력면에서 회원국은 반테러와 지역 안보의 대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각 국의 자국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로 진압대상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
다. 특히 외세의 중앙아시아 지역내 활동 성격과 이해관계에 대한 공동인식의 결핍
으로 인하여 가끔 기구에서 통과된 결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SCO는 이미 적
지 않은 결의를 통과하였으나 회원국에 대한 결의 이행시, 시행의 강제적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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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일부 결의사항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는 지역성 국제기구, 예컨대 CIS,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
체,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조직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그 주요 회원국 또한 SCO의 회원국 신분이므로 SCO는 이 기구들과의 협력문제
에만 봉착한 것이 아닌 일정한 정도에서 경쟁과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런 기
구들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
이냐하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만약 SCO가 자신의 활동을 CSTO 및 EURASEC
과 조율하는 문제, SCO와 미국, SCO와 NATO 간의 동반자적인 대화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고 전략적, 전술적 과제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다면, 단
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별로 필요 없는 기구로 전환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SCO는 지속 발전의 여건과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지난 8
년 간 SCO는 이미 기초적인 작업을 완성하였고 기구 창립의 사업도 거의 종결되
었다. 아울러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의 협의체제도 이미 형성되었고 발전의 사고방
식 또한 점차 구체적이고 명확해졌기에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SCO는 지속발전을 위한 정치적 공통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회원국
은 SCO의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을 희망하고 SCO의 발전을 자국 외교정책의 주
요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SCO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여건이다.

45) 바실리 미혜예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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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1.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중앙아시아 5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은 지정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희소지역일 뿐 만 아니라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낙후되
어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서부지역
과는 인접해 있어 서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
탄, 타지키스탄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바로 인접해 있다. 중국의 상인들이
국경 너머로 운반한 화물량은 지난 10년간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1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의 국경무역 확대와 에너지 개발, 교통망
정비 등을 위한 SCO를 창설한데 이어 2003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합의하였다.46) 2천년 역사의 “실크로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시키
고 있으며 양 지역간의 교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중국 간
에는 특수한 지정학적, 인문적 유대가 있으며 양 지역간의 경제, 기술협력은 기업
이익, 지역이익 및 그들이 속한 전체 국민의 이익을 확대시킬 것이다.47)
중국은 적극적으로 에너지 자원과 무역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이러
한 시도는 아세안으로의 남쪽방향과 중앙아시아로의 서쪽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쪽으로의 중국의 확장은 1991년 중앙아시아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힘
의 공백을 채우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세력이 약해
46) 중앙일보, 2004. 6. 8.
47) 박병인(2004.9), p.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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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틈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게임에 중국이
적극적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48)
표-3.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 무역통계(2008년 1~9월)
(단위 : 만U$, %)

국 가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카자흐스탄

1,332,2087

718,620

키르기즈스탄

604,351

우즈베키스탄

전년 동기대비 누계 증감액
교역액

수출

수입

603,467

33.7

37.0

29.9

594,191

10,160

165.0

170.8

16.6

122,410

91,043

31,367

48.2

80.0

-2.0

타지키스탄

73,219

71,527

1,692

156.6

158.5

95.6

투르크메니스탄

53,895

51,756

2,139

153.9

201.3

-47.1

자료: 상무부, ≪与欧洲国家贸易≫, 2008년 1~9월 中国与欧洲国家贸易统计表, http: //ozs.mofcom.gov.cn/
accessory/200812/1228118502332.xls <중국사회과학문헌출판사, 俄罗斯东欧中亚国家 发展报告
(2009)에서 재인용>

경제협력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국가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
대이다. 근래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ㆍ무역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
으며, 이는 아래 여섯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49)
첫째, 무역부문의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
다. [표-3] 상무부가 공포한 세관통계에 의하면, 2008년 1~9월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무역은 217.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61%가 증가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
국으로 무역액은 132.21억 달러이며, 그 중 대카자흐스탄 수입액은 60.35억 달러

48) http: //www.freerepublic.com/forum/a3ad8f8566e7c.htm(검색일: 2004년8월4일).
49) 赵会荣(2009).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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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요 수입품은 광산품(70%)이며, 수출액은 71.86억 달러로서 주로 방직 원
료 및 제품이 다수(40%)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3국간 무역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증가폭은 각각 165%, 156.6%,
153.9%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무역액 증가는 중국으로부터 키르키즈스탄,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국向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0.8%, 158.5%, 201.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수출품은 고급기술산업제품,
금속제품, 의복류, 피혁제품 등이다.50)
둘째,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은 국가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균
형을 찾아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각각 국력 및 국내정세가 다르기 때문에 중
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의 내용도 또한 상당히 다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무역액은 1992년 3.8억 달러에서 2007년 138.8 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대중앙
아시아 교역의 70.6%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 키르키즈스탄은 1992년의 0.36억 달
러에서 2007년 37.8 억 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키르키즈스탄간의
제2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역액은 1992년
5,300만 달러, 2007년 11.3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제2대국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양국간 교역 증대면에서 무한한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
협력 규모는 다소 작으며 2007년 무역액은 각각 5.2억 달러51)와 3.5억 달러이다.
셋째,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와의 협력차원이 고도화되고 있다. 경제무역 협력

50) 赵会荣(2009). p. 34.
51) 吴宏伟(2009), p. 238 타지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전반 3분기 중국이 처음
타지키스탄의 2대 수입국이 되었고 쌍방 교역액이 3.156억 달러에 이르러 동기대비 81.0% 증가
하였다. 그 중 대중국 수입액은 2.52억 달러로 타지키스탄 수입총액의 10.5% 를 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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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초기에 국경무역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형식으로 발전해
전방위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무역상품의 품질문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며 쌍
방의 수출입 상품도 중저가 상품에서 고급제품의 수출구조로 변화해 나갔다. 아울
러 협력형식의 변화도 크다. 20세기 90년대 초의 무역은 주로 국경지역에서 소규
모 무역이 주류였다. 그러나 점차 가공무역, 기술무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전시회 등
을 통한 형식으로 비중이 커 나갔다. 대외무역 주체도 다원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비국유기업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물류 루트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제2유라시아대륙교와 여
러 항구, 경제기술개발구, 고급신기술산업구, 변경자유무역구 및 각종 상무센터 등
이 생겼다.52)
넷째, 대형프로젝트가 구체화, 가시화되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시장, 기술,
자금, 자원 등 방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측은 에너지, 교통, 금
융, 전자정보, 화공, 건축자재, 방직과 식품가공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6월 27일, 6월 30일, 7월 9일 중
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천연가스 수송경로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탄, 카자흐스탄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이어서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12월 14일
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을 비롯, 투르
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Berdymukhammedov) 대통령, 우즈베
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Karimov) 대통령과 만나 4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총
길이 7,000㎞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식을 갖는다.53)

52) 王海燕(2009.3),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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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의 아무다리야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
을 관통, 카자흐스탄의 아타수,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烏魯木
齊)시를 연결하면서 연간 400억 ㎥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다.
중국은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서부로 들여온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서기동수(西氣東輸)’ 공사를 진행해왔다. 2004년 신장위구르자치구
에서 간쑤(甘肅), 산시(山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장쑤(江蘇)를 지나 상하이
에 이르는 4000㎞ 길이의 서기동수 1기 공사를 완공했고, 2011년에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남부의 14개 성시(省市)를 거쳐 홍콩까지 연결하는 총길이 8094
㎞, 세계 최장 가스관(서기동수 2기 구간)을 완공할 예정이다.

53) 조선일보 2009.12.14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2009년 12월 13일 “이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이 지역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최초의 사업이
며, 중국이 이 지역에 펼쳐온 ‘조용한 외교’가 결실을 본 절정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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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국 신장위구르는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
다. 중앙아시아 국가가 독립한 이래 신장위구르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
역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신장위구르의 대외무역액의 70%를 점하고 있다. 특히
대카자흐스탄과의 교역액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국경무역은 년 평균
40%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연속 신장위구르 대외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 신장위구르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첫해 교역액 6,256만 달러
가 2007년 초 100억 달러를 초과한 이래 년 말에 137.2억 달러에 이르렀다. 신장
위구르가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이르는데 10여년이 걸렸으며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성장하는데 3여년이 소요되었다. 2007년 신장의 대카자흐스탄 무
역액은 69.7억 달러이며 대외무역 총액의 50.8%이며 동기대비 39.1% 증가하였다.
대키르키즈스탄 무역액은 32.5억 달러이며 23.7%를 점했고 동기대비 75% 증가하
였다.54)
여섯째,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금융, 교통, 사회간접시설 등 비자원분야의 영역에
서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8년 6월 4일 中信그룹(CITIC)소속
中信자본공사와 카자흐스탄의 KAZYNA의 자회사인 Kazyna Capital Management
는 상호간 협력투자기금협정서에 서명하였다. 10월 23~24일, 카자흐스탄 제1차 국
제농업투자심포지엄에서 카자흐스탄 국유농업공사와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협력비
망록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향후 농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확인함
으로써 협력이 다양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4) 王海燕(2009.3),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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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협력기구와 중국의 경제이해55)
SCO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을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다.
2008년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SCO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적 및 지
역적 사안에 대해서 경제와 무역방면에서 다양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동
년 8월 28일 SCO회원국 제8차 정상회담이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거행되었다. 중
국과 중앙아시아는 이 회의에서 세계의 금융, 식량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동
으로 현안을 다루고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회의는 10월 30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SCO 회원국 제7차 총리회담이다. 중국 국
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중앙아시아 국가 총리들과의 회합에서 SCO 회원국은 경제
무역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렇듯 SCO 기제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하고 있
다. 6월 23일 북경에서는 중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은행이 SCO 체
제내에서 운영되는 9억불의 차관계정에서 5,345억 달러를 집행하는 서명식을 거행
하였다.56)
중국의 SCO 경제정책은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로 요약할 수 있다. SCO
는 “상하이-5”의 후신으로 창설되었다. 중국이 “상하이-5”를 정부간 지역기구로 발
전시킬 것을 최초로 발의하였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중국의 인접국가로부
터 지지를 얻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이 중국 대외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중국은 SCO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5) 박병인(2005.3), pp. 344-346.
56) 赵会荣(200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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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선린관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채널이라고 본다. 중국은 이
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SCO 설립 초기부터 SCO의 제도화와 다방면에 걸친 협
력 증진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SCO 내 공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1년에 중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장을 대표로 하고, 10개 이상의 관련 부처가 참
여하는 부처간 조정체제를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 기관들 역시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SCO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57)
2000년부터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는 매년 중앙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외에 중국측은 SCO내 경제통상협력 강화에 가능한 투자를 증진하려
고 노력한다.58)
중국은 해안을 접한 동부지역과 달리 내륙지역인 서부지역의 개발은 중앙아시
아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
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광대한 교통, 통신망이 교차하
며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서의 지리적 조건을 지녔기 때문이다.59)
또 경제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 역시 이들 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배가시켰
다. 이들 지역은 모두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공통의 단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이들 국가는 자원 부국이다. 최근 중국의 자원 외교를 볼 때
지역적으로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중국은 세계차원 및 역내 경제협력
체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57) 高 飞(2004).
58) 赵龙庚(2004). p. 68.
59) 박상남(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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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SCO는 중국이 경제력을 통해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구로 인식하고 있다.60)
3.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망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3000여 킬로미터의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쌍방은 다
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강하여 향후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있다. 21세기
의 세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이 점점 격렬해 지고 있으며 경제의 글로벌화는
각국간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
는 중국에게 역내 경제협력에 유리한 경제적 기초와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은 주로 아래 세 분야의 토대 속에서 활발하
게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61)
첫째, 우호적인 외교 및 정치환경의 전개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간에는
안정적인 외교 및 정치환경이 존재한다. 특히 SCO 기제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및 외교관계는 양자 및 다자간 경제, 무역방면의 협력에 있어 매우 실질적이
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은 모두 SCO 회원국으로써 상호간 정치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투르
크메니스탄은 SCO 회원국은 아니지만 역시 밀접한 정치적,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
60) http: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102105850(검색일 2009.
11.19).
61) 保建云(2009).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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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무역과 투자분야에서 나날이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
고 있고, 특히 SCO 기제를 통해 상호간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애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간의 역내 협력환경은 더욱 개선되고,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둘째, 양측의 협력은 향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
앙아시아는 독립 후, 전환기적 경제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비해서는 경제성장의 속
도나 질적 측면에서 다소 뒤처져 있었으나, 세계경제에서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무역분야는 안정되고 지속적 발전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무역산업의 발전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전환기 경제를 성공적으
로 운영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무
역 발전과 역내 협력은 양국관계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우선
석유ㆍ가스자원개발 위주의 협력이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농업분야
와 농산품 가공분야의 발전이다. 셋째, 국제무역과 화폐, 금융영역에서의 협력 확
대이다. 넷째, 투자보호와 거시경제분야에서의 협조이다. 다섯째, 사막관리, 생태환
경보호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협력이 예상된다.
셋째, 협력방식이 고도화, 다차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방면에서 세계화와
지역경제의 일체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것
이고 물류량도 더욱 확대될 뿐더러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영향
아래 있는 생산요소의 원가도 낮아질 것이고 장애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며, 효율성 또한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과 중앙아
시아간의 경제무역협력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유라시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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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교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아태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둘째 고대 육
상실크로드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관계가 충분히 발휘되고 민관간의 경제,
문화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양자 및 다자간의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은 문화적 결속
과 공감대를 창조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 통화 및 금융분야에
서의 협력기제는 국제투기자본의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제금융위기
에 공동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및 원자재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의
기초로 새로운 경제무역협력 방식을 창출하고 사막관리,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면
에서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에는 일련의 장애요인도 도
사리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는 러시아와 영향력 이
식을 노리는 미국 등의 존재는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긴밀한 협력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중앙아시아에는 아직도 3대 세
력, 즉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이슬람 근본주의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규모, 경제발전 수준 및 산업구조에 존재하는 차이는 매우 커서 협력의
영역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넷째,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중앙아시아 각국에 보호
무역주의와 경제민족주의의 경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양측간 진일보된 관계발
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62)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세계화와 지역경제 일
체화 조류에 부응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62) 保建云(200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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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21세기의 중앙아시아는 장차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첫
째, 정국은 점점 안정화 되어 갈 것이고 시장 환경도 진일보 개선될 것이다. 둘째,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수요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경제는 지속적으로 호전
되고 물질적 기초는 튼튼해 질 것이다. 넷째, 카스피해 석유, 가스자원의 쟁탈은 더
욱 격렬해 지며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자본주의적 경쟁 역시 격렬해 질 것이다.
2010년 전후 중앙아시아의 주요 경제지표와 공업생산품의 생산량은 독립 전의 수
준으로 회복되고 점점 정상적인 발전괘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
탄은 비교적 양호한 경제, 문화적 기초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장차 3-5년 내에 독립 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경제구조의 조정과 많은 대형기업의 구조개편 문제에 돌입했으며 장차 5-6년 내
독립 전의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6-7년 내에 역시 경제회복
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중앙아시아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완만한 곳
은 타지키스탄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경제무역 협력과 자원개발의 측면에서 보거나 혹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보든지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
고자 한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공동이익의 실현에
대한 쌍방의 인식과 필요에 의한 것이다. 쌍방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경제무역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의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중앙아시아가 오히려 아태지역과의 협
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국
가의 무역액은 증가하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을 제약하는 여러 불리한 요소들은 점
차 해소되고 있다. 이외에 교통 및 운송 분야의 조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중국
182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정책제언

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협력은 시대의 요구이며 쌍방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일
단의 문제와 장애는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침투와 협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경제성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마지막 공급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중앙아시아 및 카
스피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의 각축을 한국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
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미개발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한국이
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시장인 중동과
거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인 EU가 인접해 있어, 우리가 현지에서 개발한 에너지를
수출하기에도 좋은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63) 항상적인 에너지 수입국인 한
국의 입장에서 구소련이 중앙아시아에서 향유했던 독점적 지위가 해소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국가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유한한 자원을 선점하
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시장의 법칙을 애써 외면한다면 패권의식으로 무장하
고 세계시장의 강자로 등장하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있어 기회가 아니라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상술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에 대응할 우리의 대응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다. 중국은 저가의 소비제품을 선두로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상대적 후발주자로써 중국과 경쟁이 첨예한 분야는 우회하여
우리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산업은 단순 소비재와는 다른 전략산업이다. 따라

63) 이재영(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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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확보를 국가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유관 부처가 망라
된 가운데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별 경제발전 단계 및 상황을 분석한 가운에 대상국별로
세부적 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미ㆍ중ㆍ러ㆍ영ㆍ일 등 기존 중앙아시
아 진출 역사가 깊은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
앙아시아에 20만 고려인이 살고 있고, 특히 중앙아시아와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자동차, 가전, IT
기기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향후 협력증대 가능성은 다대하다. 또한 정유ㆍ석
유화학 부문의 현지 투자를 진행할 때 자원채굴권와 연계된 가운데 전력ㆍSCO 등
인프라건설과 복합 패키지 전략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및 자원 개발분야의 전문기술과 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관련 정보
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 6위의 석유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메이
저 에너지사와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에너지 및 석유개발관련 전문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서도 관련사업의 추진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분산되고 비체계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석유개발 전문회사에 투자시
출장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동사업에 대한 사
업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원규모를 확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제
도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를 보완해주고, 금융기관들의 해당기
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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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회계 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7,810 억원이었다. 이를 증액하고 유관공공기업에
대한 자본출자 확대 등을 통해 업계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아시아 역내 다자협의체인 SCO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전문그룹(예/
비즈니스그룹)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자
협의체인 SCO를 통해 역내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내 진
출 후발주자인 한국이 개별적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여러모로 역
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2007년 러시아 상트 페테스부르그에서 열린 제3차 한러전
략대화64)에서 러시아측과 한국측은 정식회원국 가입이 아닌 SCO 산하기구를 통
한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방안을 상호 타진한 바 있다. 추후 한러전략대화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가 양국간에 구성된다면 동 문제를 의제화하여 실행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유력인사와의 인적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속성을 갖고 있어, 공식적인 접근과 아울러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화체를 설립
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
아시아의 경제협력 및 개발 전문가그룹이 망라된 <한-중앙아시아 전문가 포럼>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포럼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공동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상시적인 대화와 협력채널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정
기ㆍ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중장기적 필요과제를 도출하고,
64) 지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러시아 크렘린 싱크탱크인 러시아전략문제연
구소와 세 차례 걸쳐 ‘전략대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주요 의제는 한러관계 현안, 북한문
제 및 동북아정세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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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현하기 위한 단기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지역의
유관전문가 인물파일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민관이 망라된 전문가 회의는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중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에 접목하여 상호 윈-윈 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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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자원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대한 노력은 새로
운 에너지 자원의 공급처로 대두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국가 특히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카자흐스탄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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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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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신흥개발도상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빠른 성장은 원유, 가스, 우라늄 등 카자흐스탄이 풍부히 보유하
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
자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높
은 의존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 경제 전반이 국제자원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카자흐
스탄은 2008년 경제성장률이 3.2%로 둔화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에너지산업에 집중되는 경우 에너지산업 및 관련 인
프라건설과 서비스 산업은 높은 성장을 보이는 반면 기타 산업은 지속적으로 침체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즉 ‘네덜란드 병’을 경험할 수 있다.
자원수출 주도형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 국가들이 ‘네덜란드 병’
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1)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하자원 부문의 생산 및 수출증가가 실질
환율의 절상을 유도하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병은 카자흐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흥 석유 수출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국가적ㆍ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자
원의 보고로 급부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차원의 진출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 Corden and Neary(1982), Corden(1984), Rosenberg and Saavalainen(1998), Aut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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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2년 수교 이후
석유 및 가스 관련 기업 들은 일찍이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였으며,
이 국가의 경기 상승과 더불어 촉발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편승하기 위해 건설업체
들이 진출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건설분야의 FDI
유치실적 중 43%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 건설업체들이 카자흐스탄의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2)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카자흐스탄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출의
급증 및 외국인 투자에 의한 개발은 카자흐스탄이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인이 최근 국제
유가의 변동으로 인한 외화 유입으로 확인될 경우 이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인 네덜란드 병은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잠재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진출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대위변수로써 실질환
율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실질환율의 변화의 주요 원인이 2000년 이후 국
제유가의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현상인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카자흐
스탄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국가현황 및 주
요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제 3장은 에너지수출 국가
의 경우 네덜란드 병의 징후를 보이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제 4장
은 카자흐스탄의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출처 및 실증적 모형을 제시

2) 지역연구시리즈-카자흐스탄(200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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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국제유가와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적 결과를 보고한 후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Ⅱ. 카자흐스탄 국가 현황

1. 카자흐스탄이 주목 받는 이유
카자흐스탄이 최근 주목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국가의 국경이 접하는 전략
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이다. 북쪽으
그림-1. 카자흐스탄 국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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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과 경계를 두고 있다. 또한 서쪽 국경은 카스피해
를 접하고 있어 바다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이란과의 교통로도 연결되어 있다. 카
자흐스탄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우랄스크는 우랄산맥의 남단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 파이프라인 확보 경
쟁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3)
셋째,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전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보고로 부각되면서 전통적으로 산유국으로 각
광받았으나 지정학적 불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중동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
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의도로 볼 수 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시장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유입
된 오일달러와 막대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어 국제유가나 원자
재가격 하락시에도 성장이 가능하며, 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유망
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요충지 및 잠재력이 높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카
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전체 소비에너지
의 98% 이상을 수입하는 취약한 에너지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경로

3) 산업은행 경제연구소(200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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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원의 새로운 보고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제
품의 잠재적 수출시장으로의 카자흐스탄의 등장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동반자로서
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2.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
1992년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과의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
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합금철선 및 고
철, 철강판, 동제품 등 광산품 등 원자재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세계
국가편람, 2009). 양국간 교역량 추이는 아래 [표-1]와 같다. 2008년 한국의 수입
은 전년대비 36.5% 증가한 350.457천 달러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에너지에 대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1.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량 추이
(단위: 천 달러, %)

수출
수입
교역
규모

2000
82,385
(45.5)
49,381
(-3.8)
131,766
(22.0)

2001
108,003
(31.1)
56,136
(13.7)
164,139
(24.6)

2002
126,110
(16.8)
71,670
(27.7)
197,780
(20.5)

2003
217,174
(72.2)
153,095
(113.6)
370,269
(87.2)

2004
313,950
(44.6)
204,029
(33.3)
517,979
(39.9)

2005
272,558
(-13.2)
241,605
(18.4)
514,163
(-0.7)

2006
323,815
(18.8)
275,882
(14.2)
599,697
(16.6)

2007
545,978
(68.6)
256,767
(-6.9)
802,745
(33.9)

2008
347,736
(-36.3)
350,457
(36.5)
698,193
(-13.0)

자료: 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포털(www.stat.kita.net)

2008년 현재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360건에 1,010,255천 달러로
이는 전체 투자건수의 0.05%, 총 투자금액의 0.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투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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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비해 투자금액의 비중이 높은 것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자
본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 대비 2008년의
직접투자 신고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견해를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에너지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석유ㆍ가스 자원 개발 외에도 중앙아시아의 광물자원 개발방안도 추진되고 있다4).
아직까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은 다소 못미친다. 그러나 대체유전지 확보 및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
두보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소비시장의 확보 측면에 있어서 향후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상호협력을 통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2. 한국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건수
20
26
53
106
57

신규법인수
8
17
24
35
26

신고금액
44,487
55,182
429,597
504,821
944,235

송금횟수
32
39
90
147
101

투자금액
22,527
25,560
249,293
290,885
192,258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 //keri.koreaexim.go.kr)

4) 이재영ㆍ박상남(2007),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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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 경제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 후, 초기에 시장경제정책을 추
진해온 데다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 유치에 힘입어 2001년 이후 연평균 10% 내외
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 잠재력이 알려지면서 중동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보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자흐스탄은 석유ㆍ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철,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하며,5)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자원탐사 및 개발 호
조에 힘입어 석유, 가스 등의 생산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Tengiz
유전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하여 아직 생산이 개시되지 못한 카자흐스탄 최대
의 kashagan 유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석유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생산예정인 kashagan 유전등의 출구확보를 위
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BTC 파이프라인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상 및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로 알려졌다.
위와 같이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2006년 104.3
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3]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광물자원 분야로 투자
금액의 52.63%가 지질조사, 22.2%가 채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의 자원 획득을 위한 해외 투자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5) 석유: 매장량 세계 9위, 생산량 세계 18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1위, 생산량 세계 28위; 석탄:
매장량 세계 9위;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크롬: 구소련 지역 매장량의 90% 보유; 납, 텅스텐,
구리, 아연: 구소련 지역 매장량의 5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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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업종별 외국인 투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질조사

785

965

1,759

3,522

5,493

광업

2,123

2,188

5,248

1,797

2,318

석유 및 가스

2,071

2,114

5,177

1,682

2,003

우라늄

19

9

35

68

158

금속광석

21

38

16

55

149

제조업

832

1,001

521

281

498

기타

365

471

790

1,019

2,129

합 계

4,105

4,625

8,318

6,619

10,438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다. 2006년은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20억 달러가
석유 및 가스 채굴 부문에 투자되었다. 또한 금광석 채굴 및 우라늄 채굴을 위한
투자가 2002년 대비 각각 169.4%와 131.7%로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대부분의
매장량이 카스피해 인근 육, 해상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자원개발자들에게 매
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동력은 국제 고유가로 인한 석유 수출의 호조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실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석유ㆍ가스 부문이 GDP의 40%,
에너지 관련 수출이 총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세입의 약 30%가 석
유수출세(oil export tax)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
우 높다.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FDI, 정부세입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국제자원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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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최근 들어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이
3.2%로 둔화되는 등 심각한 경기 변동성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석유 및 광물부문을 제외하고는 2차 산업이 미약하며, 취
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자본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금융기구는 과도한
외화 유입으로 외환시장이 교란되어 비 에너지관련 부문의 성장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일명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 병의 징후는 카자흐스탄 거시경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파악
할 수 있었다. [표-4]에 의하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
로 인해 2008년 경제 성장률이 3.2%로 하락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음식료 가격 상승, 재정지출 확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4. 주요 거시경제 동향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GDP성장률(%)

13.5

9.8

9.3

9.4

9.5

10.6

8.5

3.2

산업생산증가율(%)

13.8

10.5

9.1

10.4

4.8

7.2

5.0

2.1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6

6.7

6.9

7.6

8.6

10.8

17.0

수출(십억달러)

8.9

10.0

13.2

20.6

28.3

38.8

48.4

71.6

수입(십억달러)

7.9

8.0

9.6

13.8

18

24.1

33.3

38.5

재정수지(%/GDP)

-0.4

-0.3

-0.9

-0.3

0.6

0.8

-1.7

-2.1

경상수지(%/GDP)

-6.3

-4.2

-0.9

1.1

-0.9

-2.2

-7.0

5.0

외환보유액(십억달러)

2.5

3.1

5.0

9.3

7.1

19.1

17.6

19.4

대미환율(teng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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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IU

146.92 153.49 149.45 135.92 133.77 125.96 122.60 1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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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성장률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말 6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거의 3배인 1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FDI의 유입 지속, 기업들의 해외차입 증가와 Tenge화 가치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7)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명목환율의 하락은 실질환율
을 하락시켜 카자흐스탄의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수출가격
이 고정된 상태 하에서 자국화폐 실질환율의 절상은 수입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수
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국내 내수산업의 침체를 가속화시킨
다. 따라서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지 못한 채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의 경우,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침체현상으로 인해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
드 병’이라 하며, 전환기 경제국가 중 에너지자원 수출의존적인 국가인 카자흐스탄
은 현재 ‘네덜란드 병’의 징후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거시경제 동향에서 보이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불확실성은 [표-5]의 공업생
산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카자흐스탄 경제가 네덜란드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6) National Bank of Kazakhstan(카자흐스탄 중앙은행).
7) 수출입은행(2009), pp. 5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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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카자흐스탄의 공업생산구조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공업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원유천연가스채굴
(기타광업포함)

48.35

53.41

59.41

57.78

52.17

제조업

42.92

39.73

35.25

36.97

37.82

음식료품(담배 포함)

11.79

10.47

8.82

7.96

8.15

섬유, 의류

1.33

1.00

0.76

0.61

0.37

피혁 및 피혁제품

0.10

0.08

0.03

0.03

0.03

목재가공

0.19

0.14

0.11

0.10

0.11

펄프,제지, 출판

1.00

0.92

0.88

0.87

0.89

석유화학제품(정유 포함)

4.42

3.48

3.16

2.76

2.47

화학제품

1.36

1.12

1.03

0.83

0.92

고무 및 플라스틱

0.47

0.51

0.55

0.59

0.73

비철금속

1.59

1.84

2.09

2.33

3.16

금속가공 및 제련

17.01

16.34

13.96

16.78

16.71

기계제작 및 설비

3.25

3.31

3.42

3.51

3.60

기타 제조업

0.42

0.54

0.45

0.60

0.67

전기, 가스, 난방, 수도

8.73

6.86

5.34

5.26

5.30

자료: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2008).

전체 공업에서 원유천연가스 채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52.17%
로 제조업(37.8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제조업의 비
중은 42.92%로 채굴산업 48.35%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4년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향후 국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조업
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질 조짐이 보인다. 특히 제조업 중 석유화학제품(정유 포
함), 비철금속, 금속가공 및 제련 등 지하자원에 의존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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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지 못한 지하자원 수출중심국
가의 경우 에너지 산업의 과도한 의존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네덜란드 병은 일국의 거시경제 안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일국의 생산요소
(노동, 자본)가 지하자원 부분으로 집중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이동성 부족
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라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국가 전체 부의 총량
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8).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
국화폐 실질환율의 절상은 수입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서 수입품이 차
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국내 내수산업의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산업의 다각
화를 이루지 못한 지하자원 수출중심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자원수출형 국가들이 직면한 ‘네덜란드 병’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연구로 Corden & Neary(1982)
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의 붐(boom)은 두 가지 측면, 즉 공급측
면의 ‘자원이동효과(Resource Movement Effect)’와 수요측면의 ‘소비효과(Spending
effect)’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8) 그러나 실질적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효과
가 크지 않다.
9) Corden & Neary(1982), pp. 8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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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의 해석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그 산업에 있어
서 한계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제조업과 비교역재 부문에서 호황기를 누리는
산업으로 노동의 이동을 야기한다.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으로 제조업 및 비수출 부
문 산업이 침체되고 비수출 부문 상품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한 비
수출상품의 가격상승은 국내 실질환율을 절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유가의 상승에 의한 지하자원 수출 부문의 호황으로
국가의 소득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산업 전 부문의 임금을 상승시켜 모든 상품의 수
요를 증가시킨다. 2개 수출 부문의 상품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국제가격이므로,
비수출 부문의 상품가격은 초과수요로 인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실질환율의 절상
을 유발하게 된다. 결국 공급 및 수요측면의 해석에 따른 네덜란드 병의 의미는 지
하자원 부문의 경기 상승이 실질환율을 절상시켜 비지하자원 산업, 특히 제조업의
국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생산 및 수출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자원주도형 경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한 Auty(1998)의 주장에
의하면 자원주도형 경제전환을 이룩한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ㆍ장기적인 문
제 중의 하나는 전환 경제의 구조가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부터 벗어나 서비스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편중된다는 것이다.10)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안정성에 민간경제와 정부재정이 비대칭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성장은 정체되고 생산은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Devlin and Lewin(2004), Hausmann and Rigobon
(2003), Gylfason(2000, 2001) 등도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신흥석유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연방 등의 국가에서

10) Auty(1998), pp. 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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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병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Raiser et al(2004)은 이들
국가에서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커지면서 많은 자본들이 이 부분에 집
중되게 되고 제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는 실
질환율의 절상을 유발하여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중앙아시아 최대 석유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의 네덜란드병의 징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황윤섭(2007)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국가는 국제 고
유가의 지속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생산자원이 자원부문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네덜란드 병’의 징후에 노출되었다고 분석하였다.12)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 경제에 있어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임을 확인하였다. 만일 카자흐스탄의 경우 네덜란드 병
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다면 향후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 시너지효
과를 누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
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존
재를 확인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전망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가능성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Raiser et al(2004), pp. 47-81.
12) 황윤섭(2007), pp. 5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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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자료와 모델

1. Data
가. Dependent variable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로 실질환율을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징후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네덜란드 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원 부문으로 인해 유발된 경기 상승이 실질환율의 절상을 유발하여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13). 환율
과 관련된 자료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www.nationalbank.kz)에서 1999년 1월부
터 2008년 12월까지의 월별자료로 획득하였으며,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로
변환하기 위해 명목(nominal)환율을 소비자물가지수(customer price index)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이 변환과정에서 사용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카자흐스탄 통계청
(www.stat.kz)으로부터 획득하였다.

나. Independent variable

체제전환기에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Balassa-Samuelson
모형에 의하면 교역부문에서의 생산성의 증대는 실질임금 상승을 야기할 뿐 아니

13) see Corden & Neary,(1982), Raiser et al, (2004), Rosenberg and Saavalaine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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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교역 부문의 임금 및 비교역재 가격도 상승하여 실질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
가 있다.14) De Gregorio and Wolf(1994)는 교역조건 변수를 포함시켜 BalassaSamuelson 모형을 확장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유가의 변동과 카자흐스탄의 실질환율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징후가 있는가를 파
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교역조건의 대위변
수로서 국제유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네덜란드 병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효
율적인 방법이다.15) 이는 수입가격이 국제가격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비
교역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수요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실질환율의 절상을 유발한다. 즉 수
입가격은 국제가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의 경우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지면서 외화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alassa-Samuelson 모형을 확장시켜 실질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
수로 국제유가와 이자율을 이용하였다.16)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국제유가는 서부텍
사스 중질유(WTI)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 중
질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하였으며.
이자율은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kz)에서 수집하였다.

14) see Halpern and Wyplosz(1996), De broeck and Slok(2001), Coricelli and
Jazbec(2001), Egert(2002); Egert et al.,(2002).
15) Singh and Laurila(1999).
16) e. g. De Gregorio and Wolf(1994), Kutan and Wyza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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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징후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을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기반
으로 네덜란드 병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본 기간 내에 국제유가와
이자율이 실질환율의 변동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경
제가 네덜란드 병과 같은 부정적 효과 없이 진정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실질환율과 설명변수 간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태방정식과 공적분
벡터에 의해 추정된 오차수정항을 결합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적인 검토 결과 국제유가 및 이자율과 실질환
율 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공적분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최적시차(lag)의 결정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기준을 활용하여 변수의 값이 각각 최소가 되는 시차를 선택
하였다.
카자흐스탄 실질 환율의 단기 변동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질 환율과 장기균형
환율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오차수정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오차수정모형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국제유가 및 카자흐스탄 이자율과 실질환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장기균형식과 단기동태식은 다음과 같다.
(장기 균형식)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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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동태식)
∆ln        ∆ln    ∆ln  
 ∆ln    

식 (2)

여기서 은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 
는 카자흐스탄 은행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또한  , 는 각 변수의 계수값을,  는
잔차항을 의미한다. 각 변수에는 로그차분을 취한 값이 주어졌다.
변수들 간의 장기적 영향관계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2008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 과연 10년간의 자료로 장기적 효과 추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표본 자료를 통해 실질환율의
장기적 영향관계 분석을 실시해야 했으며, 계량적 관점에서는 자료의 수가 충분(월
별 자료이므로)하므로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추정식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내생변수
이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는 실질환율이므로 단기동태식은 식(2)와 같이 1개
의 식만을 고려하였다.

Ⅴ. 실증분석 결과

1. 장ㆍ단기 균형식 추정결과
시계열변수에 단위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가성회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Granger & Newbold, 1974).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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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근 검정의 한 방식인 ADF 검정을 통해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
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각각의 수준변수의 값은 99% 신뢰수준에서 안정적이지
못하였으나 로그차분 할 경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ime span
1999.01~2008.12

표-6. ADF
수준변수
국제유가
이자율
-2.4389
-0.5570
(-0.1334) (0.474)

검정 결과
차분변수
실질환율

국제유가

이자율

실질환율

1.7619

-6.9832

-8.4900

-10.6999

(0.3977)

(0.0000)

(0.0000)

(0.0000)

주: 1) 각 시계열의 시차는 AIC 기준으로 산출함.
2) ( )는 유의값을 나타냄.

한편, 시계열변수가 단위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계열 변수 간에 공통요인이 존
재하는 경우 이들 시계열변수가 선형결합을 하게 되면 안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Johansen 공적
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는 [표-7]와 같다.
표-7.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time span
1999.01~2008.12

귀무
가설
r=0
r≤1
r≤2

Eigenvalue
0.3268***
0.1048
0.0484

Trace
Statistic
65.6067
18.9100
5.8497

Max-Eigen
Statistic
46.6967
13.0604
5.8497

주 : *와 ** 그리고 ***는 각각 10%, 5% 및 1%에서 t값의 유의성을 나타냄.

국제유가 및 카자흐스탄 이자율과 실질환율 간 장기적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는 99% 신뢰 수준에서 공적분 식
이 1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변수 간에는 장기적 균형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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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유가 및 카자흐스탄 이자율과 실질환율의 장기적 관계
추정 결과는 다음 [표-8]에 제시되어 있다.
표-8. 장ᆞ단기 균형식 추정 결과
long term
variables
constant
oil price
interest rate

coefficient
1.3348***
(4.5854)
-0.1175***
(-4.5459)
-0.2177***
(-2.6961)

short term
variables
constant
error correction(-1)
oil price(-1)
interest rate(-1)
real exchange rate(-1)

   
F-statistics

0.1501
10.3331

   
F-statistics

coefficient
0.002397
(0.87760)
-0.138877***
(-5.95296)
0.110239
(1.34329)
0.014917
(0.48263)
0.014087
(0.32750)
0.2615
11.3596

주 : ( )는 t값을 나타냄.
*와 ** 그리고 ***는 각각 10%, 5% 및 1%에서 t값의 유의성을 나타냄.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제유가와 이자율이 실질환
율에 미치는 장기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1% 유의수준에서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실질환율은 약 1.12%하락(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
병의 징후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병의 징후는
Corden & Neary(1982)가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는
석유산업분야에 생산요소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제조업 및 비수출부문은 생산요소
의 부족을 야기함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즉, 생산요소의 부족은 이 부문의 생
211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산을 줄이며 그 결과 비수출 부문 상품의 초과수요와 가격상승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내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자원 수출 기반 경제에 외환의 공급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
게 되는데 이는 통화량의 증대를 유발하여 물가를 상승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실질
환율의 절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통화량의 증대로 이자율이 10% 상승할 경우 실질환율은 2.18%하락(절상)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카자흐스탄의 이자율 증가로 인해 국내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는 실질환율을 하락(평가절상)시키는 효과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상승은 제조업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수요는 상대적
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 제품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카자흐스탄 국내의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침체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각 변수들 간의 단기적 관계 분석에 있어 최적시차는
AIC 기준으로 t-1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차수정항은 1% 수준에서 부(-)의 유
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실질환율이 균형수준에서 이탈했을 때 장기수준의 균형
으로 회귀하는(mean-reverting) 과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정속도의 계
수값은 -0.138로 매 6개월에 약 83% 정도 균형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짐을 보여주
고 있다.
단기균형식 추정결과 유가와 실질환율 간에 t-1기에서는 상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자율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균형식에서 이자율이 부(-)의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유가와 이자율의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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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환율을 하락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충격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세 변수 각각에 대해 1 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을 가한 다음,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내 모든 변수(3개)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실질환율(RER)의 결과만을 제시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충격반응함수를 통한 내생변수들의 동태적 반응경로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구조적 교란항의 식별을 가능케 하는 촐레스키분해(Cholesky decomposition)을 이용하였다. 촐레스키분해는 경제구조를 축차적(recursive)으로 가정하
고 있으므로 변수들의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유가충격의 영향을 분석한 Mork(1989)와 Hamilton(1996)등의 연구를 참고
하여          의 순서를 갖도록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카자흐스탄에 있어 국제유가는 순수한 외생변수라는 점과 함께 유가변동으로 인한
외화유입으로 카자흐스탄 국가 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카자흐스탄 실질환율은 최종
적으로 유가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경로를 가정한 것이다.
[그림-2]과 같이 표본기간 전체 실질환율의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는 국제유가에 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간에 따라 다른 반
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t번째 국제유가 오차항의 변동으로 인
한 실질환율은 부(-)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이 커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자율의 오차항이 표준편차만큼 증가하였을 때 실질환율은 부(-)의
반응을 보이나 그 영향이 국제유가에 비해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카자흐스탄의
실질환율의 변동은 이자율에 의한 영향보다 국제유가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실질환율의 절상을 막기 위해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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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조절하더라도 외생변수인 국제유가의 변동으로 인한 단기적인 실질환율의
절상압력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림-2. 표본기간 전체 실질환율의 충격반응함수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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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신흥 석유수출국들 중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
의 급격한 상승의 원인을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출의 급증에 있음을 확인
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성장이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제자원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 EU, 중국 등의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카자흐스탄이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경
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또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제 분석이 면밀하게 수반되지 않는 투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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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카자흐스탄 경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
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DP 증가율, 산업생산 증가율 등 경쟁력과 경
제성장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들의 경우 2006년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
자 물가는 2007년에 비해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에 편
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석유 및 광물부문을 제외하고는 2차 산업이 미약하며, 취약
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자본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파악
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경제에 네덜란드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벡
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를 표본 대상 기간
동안 국제유가와 이자율, 카자흐스탄 실질환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 국제유가와 이자율은 실질환율에 각각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카자흐스탄은 네덜란드 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충격반응함수를 통한 촐레스키 분산분해 결과 카자흐스탄의 실질환율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이자율에 의한 영향보다 국제유가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의 급증이 실질환율을
하락(평가절상)시키는 주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카자흐스탄과 같이 전환기 경제국가
에 있어서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은 국내수요를 수입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국내 산업
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하자원 수출주도형 경제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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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산업다각화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차원
에서 ‘네덜란드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안정화
기금(NFRK)을 제조업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및 안정화 기
금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균형적으로 육
성한다면 단기적으로 네덜란드 병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두에
서 밝혔듯이, 에너지의 대체유원지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이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네덜란드 병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유가의 변동, 명목환율의 상승이나 이자율 등의
통화정책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분석한다면,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단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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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2009년 1월 현재 2,756만 명), 한국의 약 4.5배에 달하
는 국토, 190개의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가스 응축물 광상으로 구성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개방정책의 가속적 수행을 통해 2004년 이후 평균 7%를
초과하는 실질성장률과 30%를 초과하는 무역증가율을 보이며 비단길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시장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
점진적 국민경제 자유화와 개방화를 경제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등 여타 CIS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아주 낮지만, 2003년의 IMF 8조국 전환, 2006년 토지 및 금융시장(은행ㆍ보험ㆍ증
권) 민영화 및 개발기금 설립 추진, 2007년 이후 민영화 대상 확대ㆍ은행제도 개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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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Uzinfoinvest” 설립, 2008년의 조세법 개정ㆍ증권시장 법률 발효ㆍ자유경제지
대(Navoi) 설치 등으로 현지 사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력계통은 2008년 말 현재 12.36GW의 발전용량(화력 85.8%,
수력 14%, 기타 0.2%)과 연장 23,500km를 초과하는 0.4kV~10kV의 배전선 및
35kV~500kV의 송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SJSC(State Joint-Stock Company : 국
영주식회사) Uzbekenergo가 발전ㆍ송전 및 배전회사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배전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일부 지분을 미국 기업들에게 매각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관련 설비 및 부품은 주로 러시아와 여타 CIS국가
들 및 중동부 유럽의 구소련 무역상대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현지에서는 배전반ㆍ
발전소관련 소형 장치ㆍ구리송전선만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ㆍ여타 CIS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전기기의 수입의존도는 수입선 다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2007년에도 70%를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과의 수교 이후, 1994년 자동차, 1996년 섬
유산업에 대한 대규모 FDI 진출로 높은 현지시장 점유율을 갖고, 한류 열풍에 따
라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시현하고 있다.
1994년 USD196.5만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중전기기 수출액
은 지속 감소했지만, 2007년 수출촉진단 파견 등의 통상외교활동에 힘입어 2008
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1~7월 동안 USD67.6만을 기록했다. 대 우즈베키
스탄 전선수출 역시 1994년 USD154.9만에서 지속 감소했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 1~7월 동안 USD394.35만을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현재 총 997MW의 복합사이클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
소 건설, 총 420MW의 15개 소수력발전소 건설, 농촌 원격지에 소규모독립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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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태양광발전소 건설, 풍력발전소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며, 송배전계통 복구
및 현대화와 발전 및 배전회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의 현황과 발달여건을 조사하고, 전력산업의
개혁성과 및 개방화과정의 조사ㆍ분석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 중전기시장의 발전
방향과 그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와의 외교통상 현황과 무역 및 해외투자의 추이와 특
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용성을 규명하고, 우즈베키스탄 중전기산
업의 무역구조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지위를 분석하여 시장진출의 확대가
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사업의 규명
을 위해 수출촉진단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최적 진입방법의 결정을 위해
PESTLE분석 및 장애요인분석을 수행하며, 진입전략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대안의 우선순위를 A’WOT분석을 통해 도출
하고자 한다.

Ⅱ.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산업 현황과 발달여건

1. 전력산업 현황
가. 발전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산업은 2MW의 시설용량을 가진 수력발전소와 30개의 변
압기를 갖는 6kV의 송전망이 최초로 Boz-Su 운하에 건설된 1926년부터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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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력산업은 초기의 30년 동안 지배적 역할을 수행했다.
1960년대에는 가스전 개발에 따라 Tashkent화력발전소(1,860MW), Navoi화력
발전소(1,250MW), Syrdarya화력발전소(3,000MW) 등과 같은 1,000MW 이상의
시설용량을 가진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수력발전소 건설이 병행되어
시설용량 600MW의 독특한 Charvak수력병합발전소 가동 등 발전소 건설이 활발
하게 수행되었다. 또한 Angren 석탄광산의 개발로 인해 최대 규모의 고체연료
(solid fuel) 발전소인 계획시설용량 2,400MW를 가진 Novo-Angren 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했고, Novo-Angren 화력발전소는 1995년 7기 엔진을 가동으로
2,100MW의 총시설용량을 달성했다.1)
Talimardjan 화력발전소에서 중앙아시아 최초로 800MW의 시설용량을 갖는 1
기 엔진이 가동된 2005년에 대규모 화력 응축 발전소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2008년 말 현재 Uzbekenergo 주식회사는 설치발전용량 10,600MW의 11개 대
규모 화력발전소와 설치발전용량 1,419MW의 28개 수력발전소로 구성된 총설치
발전용량 12,019MW의 39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1개의 화력발전소가
88%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Uzbekenergo의 발전회사 중 7개는 화력
발전소, 6개는 수력발전소, 3개는 열병합발전소를 전담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2009년 초 현재 가스발전비중이 80%~85%, 연료유 비중이 4.6%, 석탄비중이
6.5%이지만, 201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15~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수력자원부와 2개 독립사업자가 발전용량 319MW의 소수력발전소를 보유하
고 있다.2)

1) Kakharov(2008), p. 1.
2) Kakharov(2008), p. 2, Uzbekenergo(200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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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는 우즈베키스탄 발전량의 13%를 담당하며, 1.7GW 이상의 설치발
전용량을 갖는 31개 수력발전소가 우즈베키스탄의 강과 저수지에서 건설되어 있
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대 발전용량의 수력발전소들은 Chirchik강 상류에 위치하
고 있는 Charvak(600MW), Khodjikent(165MW), Gazalkent(120MW) 등이며, 수
력발전이 현재 상당한 정도로 사용되는 유일한 재생에너지 원천이다.
Chirchik강은 길이 155km, 면적 14,900㎢의 강이며, 키르기스스탄의 JalalAbad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주로 흐르는 Chatkal강과 우즈베키스탄 타슈
켄트주의 Pskem강의 합류점에서 시작되어, 상류는 계곡을 따라 흘러 계곡 아래에
서는 넓어져서 시르 다리아강과 합쳐진다.
우즈베키스탄 주요 강들의 수력 총 잠재전력은 100TWh를 초과하며, ChirikAngren 유역(총 잠재력의 33%), Fergana 계곡(총 잠재력의 24%), 서남부 우즈베
키스탄(총 잠재력의 34.8%), Amu darya강 하류(총 잠재력의 7.8%)의 4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기술적 가능 잠재전력은 21~27TWh로 추정되며, 그 절반은
30MWh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이다.
강 및 저수지에서 총 5.8~11GW의 발전용량을 갖는 250개의 발전소를 건설하
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잠재력의 1/3만 이용되고 있다.

나. 송변전

송전은 Uzbekenergo 내부에서 전기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고압송전선(110~
500kV)을 자회사 Uzelectroset(Uzbekistan electricity grid)가 독점하고, 송전계통
과 함께 다른 자회사인 UzEnergoSbyt는 도매시장경쟁 도입 후 해산이 예정된 매
매 독점기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UzelectroSet의 송전망은 110kV,
225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220kV, 500kV 고압선들이 주된 송전선들이며,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CAPS
[(United) Central Asia Power System : 중앙아시아 전력계통 또는 중앙아시아 통
합급전망(Central Asia Integrated Power Grid : CAIPG)]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3)
특히 7,500km의 연장을 가진 220kV~500kV 송전선이 안정된 전력계통운영을
제공하며, 발전소에서 급전소로 연결되어 인접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CAPS는 남부 및 북부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많은 단일회로(single chain) 고압송
전선(500kV)을 통해 러시아의 UES(United Energy Systems : 통합에너지계통)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CAPS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남부에서 키르기스
스탄 북부로 연결되는 등의) 500kV 고압선 연결망을 통한 전력 이동에 대해 어떤
통과요금도 부과되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로의 송전 등
과 같은) 중앙아시아 외부로 전기를 수송할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CAPS 국가들이 균등한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인 중앙아시아통합급전센
터(Central Asian United Dispatch Center : CAUDC)가 타슈켄트에 위치하여
CAPS국가들에 대한 균형 및 통일된 에너지 운반 및 분배계통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4)
CAPS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총전력의 52%, 타지키스탄은 16%, 키르기스스탄은
15%, 투르크메니스탄 11%, 카자흐스탄 남부는 6%를 생산하고 있다. 2009년 초

3) ADB PPIAF(2005), p. 80, 500kV환상계통(ring system)이 1991년에 완공되었고, CAPS는
카자흐스탄 남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전력계통들로 구성, 투르크메니스탄은
2003년 5월 CAPS에서 탈퇴하여 2009년 현재 이란과 공동전력망을 형성.
4) INOGATE Technical Secretariat(2008a),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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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즈베키스탄 전력공급망은 [표-1]과 같이 0.4kV~500kV의 송배전선을 따라
전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송배전선의 연장은 23,500km를 초과하고 모든 소비
자들은 중앙급전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배전회사와 발전소간의 송전실적에 대한 대량계측의
결여로 송전자료 조작과 함께 부족량 보충행위 및 허위 배전손실 처리 등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UzelectroSet의 계량기 교체ㆍ정확한 송전상황 정보 획
득을 통한 송전손실 파악과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1. 우즈베키스탄의 송배전망 현황(2008년)
전압
0.4kV
6-10kV
35kV
110kV
220kV
500kV
합계

구분
연장(km)
연장(km)
변압기 용량(MVA)
연장(km)
변압기 용량(MVA)
연장(km)
변압기 용량(MVA)
연장(km)
변압기 용량(MVA)
연장(km)
변압기 용량(MVA)
연장(km)
변압기 용량(MVA)

현황
105,398
93,648
9,700
13,536
5,700
14,641
13,200
6,110
12,900
1,645
4,700
235,000
46,200

자료: http: //www.uzbekenergo.uz/eng/technical_and_economic_indices

다. 배전

전력배급은 지정 지방영역에서 운영되는 15개 배전회사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
다. 가장 많은 지선을 가진 송전선들은 0.4kV~10kV의 배전선 본선들이다. 배전회
227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사들은 혼합청구서제도(mixed billing system)를 사용하여, 일부 고객들은 계측을
받고, 여타 고객들은 계측 없이 추정소비량을 기초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경우에 주거 아파트 구획의 평균집단소비량을 기초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효율적 요금 청구 및 수납에 대한 상업적 유인의 결여와 그에 따른 개발자본의 부
족으로 인해 높은 상업손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배전회사 직원들의 공모나 부주의로 인한 높은 상업손실 발생하고 있
으며, 고객의 도전(electricity theft)행위가 계량기 조작, 공공시설 전기 도용 등의
형태로 만연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계측 운동 수행으로 인해 공식적 통계량으로는 전
력 계측의 89%가 달성되었지만, 불완전한 현장 평가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계
측을 하지 않고 있어 발표 수치는 특정 부류의 소비자 비율만을 표시할 뿐이다. 고
객들은 자체 계량기 구입하도록 요구받고 있지만, 대폭적 요금인상으로 인해 계량
기보급정책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표-2]와 같이 세계은행의 2002년 손실량, 청구량, 회수량의 추정에 따르면 계
통손실량 11,162GWh는 발전량 49,299GWh의 22.64%에 달하며, 공급량의 10%
가 미인도되어 기술적 손실량이 10%이고, 발전량의 61.27%만이 회수되지만 실제
로 현금으로 회수되는 발전량은 약 24.51%(=61.27%×40%)에 불과하다. 우즈베키
스탄은 전력요금지급에서의 통제결여 문제 처리를 위해 에너지장관을 제1 부총리
로 임명하고,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전력청구요금의 지급거부를 조세
도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규정했다.5)

5) ADB PPIAF(2005),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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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CAPS 4개국의 전력수급 구조(2002년)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4개국
합계

수력 설치발전용량(MW)

1,710

2,000

2,950

4,059

10,719

화력 설치발전용량(MW)

9,870

16,240

763

346

27,219

설치발전용량 합계(MW)

11,580

18,240

3,713

4,405

37,938

이용 가능 발전용량 합계(MW)

7,800

13,840

3,100

3,428

28,168

첨두수요(MW)

7,925

9,432

2,687

2,901

22,945

수력 발전량(GWh)

7,278

8,861

10,778

15,086

42,003

화력 발전량(GWh)

42,021

49,317

1,115

138

92,591

발전량 합계(GWh)

49,299

58,178

11,893

15,224

134,594

수출량(GWh)

634

595

1,216

206

2,651

수입량(GWh)

609

464

430

1,058

2,561

국내시장 공급량 합계(GWh)

49,274

58,048

11,107

16,016

134,445

연간 국내 요금청구 소비량(GWh)

38,112

40,053

6,836

12,988

97,989

연간소비 중 여름 소비량 비중

47%

40%

33%

57%

44%

연간소비 중 겨울 소비량 비중
전력계통손실량(GWh)

53%
11,162

60%
17,995

67%
4,271

43%
3,028

56%
36,456

순공급량 대비 계통손실량 비중

23%

31%

38%

19%

28%

국내 전력 소비자 수(백만)

4.1

4.3

매출액 대비 청구액 비중

85%

청구액의 회수비율

75%

비현금 지급 비중

60%

1.1

1.0

10.5

80%

85%

83%

85%

80%

75%

79%

45%

55%

60%

55%

자료: World Bank(2004), pp. 8-10.

CAPS 발전시설의 가동 가능비율은 75% 미만이며, 송배전손실은 27%를 상회
하고 있다. CAPS에서 화력발전용량이 수력발전용량에 비해 2.5배를 초과하지만
발전량은 2.2배에 불과하여 화력발전용량의 가동 비율이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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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전력량으로 표시되는 기술적 손실과 미청구 및 회수불능 전력량으로 표
시되는 상업적 손실로 구성된 계통손실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 타지키스탄의 순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청구 손실(unbilled loss)은 도전
(electricity theft), 계량기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미청구 소비량이 5%에서
18%의 범위에 달한다.
청구요금의 회수율도 평균 70%~80%에 머물고, 비현금 지급으로 인해 청구요
금의 40%~55%만 현금 회수되어, 발전량의 35%~40%만이 현금수입으로 회수될
뿐이므로 전력산업 수익성이 아주 열악하다.
전력산업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규제체계 확보 측면에서 CAPS 국가들 중 카
자흐스탄이 가장 발달한 반면에,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가장 부진하
며 원가회수 수준에 대한 전력요금의 비중도 전력산업 체계의 미발달로 인해 우즈
베키스탄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6)
[표-3]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전기요금은 2000년에 비해 약 500% 인상되었지
만, 한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3.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거주용 전기(kWh) 요금 비교
국가
년도
요금(방화표시)
USD 환율
요금(USD표시)

6) World Bank(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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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9
4
62.2
454.55
1,494.10
0.0088
0.0416

한국(KRW)
2000
2008
95
98
1,259.70
1,102.59
0.0754
0.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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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시장구조

우즈베키스탄의 전력부문은 정부가 소유하며, 석탄산업ㆍ지역난방시스템ㆍ여타
형태의 에너지 생산품 분배시스템을 갖는 “연료 및 에너지 콤비나트”(fuel and energy complex : FEC)의 일부를 구성하며, FEC의 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부총리가
담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UzbekEnergo가 발전과 송배전회사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110kV 이상의 대규모 소비자들은 규제 요금으로 발전회사에서 직접 전기를 구입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력계통단위들과 감독 정부기관들간의 관리관계는 [그
림-1]과 같다.7)
그림-1. 우즈베키스탄의 전력부문 관리구조

자료: INOGATE Technical Secretariat(2008b), p. 11.

7) INOGATE Technical Secretariat(2008a),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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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및 송전시설들 복구를 위한 10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발전소 및 배전 조직들의 주식회사 전환과 함께,
Uzbekenergo가 이들 회사를 계속 통제하는 상황에서 Syrdarya HPP, Tashkent
TPP, Fergana TPP, Mubarek TPP의 주식 48% 매각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안
했다. 그러나 [표-4]와 같이 2990년의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민영화는 시작단계
에 불과하다.8)
표-4.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전력산업부문 소유권 구조
항목

발전

우즈베키스탄(설비용량)
국가소유 주식회사 UzbekEnergo 산하
16개 자회사
연료유TPP(573MW) 석탄TPP(149MW)
지중 천연가스TPP(32MW)
천연가스TPP(9,207MW)
TPP 합계(10,169MW)
수력발전소(1,419MW)
UzbekEnergo 39개 발전소(12,038MW)
농업수자원부와 2개
독립발전사업자(319MW)
총 발전용량(12,357MW)

한국(설비용량)
한전 자회사 6(63,860.49MW)
일반발전사업자 7(3,079.10MW)
신재생에너지사업자 306(673.66MW)
태양광 255(266.20MW) 소수력
17(60.04MW)
풍력 10(312.60MW) 바이오
12(91.98MW)
조력 1(0.00MW) 연료전지
5(8.05MW)폐기물 6(39.40MW)
집단에너지사업자 17(1,574.57MW)
자가용설치사업자 1(2,577.63MW)
구역전기사업자 1(119.10MW)
전체 353개 회사(71,884.54MW)

송전

UzbekEnergo의 자회사인 UzelectroSet

한국전력(KEPCO)

배전

국가소유 UzbekEnergo의 자회사인
15개 국가소유 배전회사들(일부 민영화)

한국전력(KEPCO)

소매
서비스

UzbekEnergo 관리하의 지역
배전회사들에 의해 과소공급

한국전력(KEPCO)
(도매시장 : 전력거래소)

8) ABS Energy Research(2008),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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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력수급구조

2001년부터 2007년의 경제개혁기간 동안 전력산업 기업들은 연평균 48.8TWh
의 발전량과 1,000만 Gcal의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발
전량의 97~98%는 Uzbekenergo에 의해, 나머지 약 2.5% 중 1.2TWh는 농업수자
원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 MAWR)에 의해, 그리고
0.2TWh는 Almalyk 광산 및 야금공장 발전설비에서 생산되고 있다.9)
[도표-1]과 같이 2000~0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첨두수요는 국내발전량의 연
평균 증가율(0.86%)보다 낮은 증가율(0.12%)을 보여, 잉여전력의 증가로 수출량
증가율이 연평균 97.5%인 반면에, 수입량은 76.8%로 더 낮게 발생하여 전력의 순
수출량이 증가했다.
도표-1.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수급 추이

9) Ziganshina(200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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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통 손실량 중 2006~7년 자료는 배전 손실량을 표시
자료: INOGATE Technical Secretariat(2008b), p. 154, IEA(2009a), pp. Ⅱ.439-444, World Bank(2004),
Appendix, p. 12.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부하율(load factor)은 설치발전용량의 약 60%로, 발전용
량이 첨두수요량보다 약 64%만큼 더 커서 전력부족이 없는 것을 반영하고 있
다.10) 1998년에 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전기가 수출되기 시작한 2002년의 국내발
전량 증가는 8.7% 증가한 화력발전량에 의해 주도되었고, 국내시장 순공급량 증가
율 6.9%보다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보다 크게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CAPS와 UDC는 구소련시대의 장비들을 보유하여, 많은 장비들이 러시
아에서 생산되고 있어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계통의 완전 복구를 통해서만
이 CAPS와 UDC의 현대적인 텔레미터링(telemetering, 원격측정), 전신, 주파수
제어, 원방감시제어데이터수집(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SCADA)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
상되어, 지역도매시장의 개발을 위해 현대장비가 필요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러
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1)

10) 부하율(負荷率 : 평균전력과 최대수용전력과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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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력기기 산업 및 시장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설비 및 부품은 러시아와 여타
CIS 국가 및 중동부 유럽의 구소련 무역상대국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우즈베키
스탄에서는 단지 일부 품목들의 생산설비가 있다. Tashkent의 Uzelectroaparat 공
장은 배전반(switchboard)과 발전소의 기타 소형장치(small devices)를, 다른 공장
인 Uzbekcable는 송전선의 구리전선(copper-wire)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
한 회사들은 진부한 기술을 가져, 어떤 요구된 품질 및 신뢰성 기준들을 충족시킬
역량이 없는 실정이다.12)
우즈베키스탄 전력기자재 시장은 과거 구소련의 영향으로 대부분 러시아산 제
품이 점유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전력기자재 공장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전기산업진흥회(2007b), pp. 7-8].
2.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의 발달여건
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에너지 자원현황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광물자원의 보고이며, [표-5]와 같이 석탄(매장량은 중앙
아시아 2위, 세계 19위) 이외에도 동, 아연, 텅스텐, 우라늄 등의 대규모 비철금속
광산과 소르빈산 칼륨, 인 및 고령토 등의 산업원료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
키스탄의 광물자원 확인 매장량 가치는 USD1.3조로, 광물자원 가능 매장량의 총
11) World Bank(2007), p. 3.
12)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2008), p. 17, 전기산업진흥회(2007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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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USD3.5조로 추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등의 주변국에 비해 석유ㆍ천연가스
ㆍ우라늄ㆍ석탄 등의 확인 매장량은 적지만, 상당부문이 미개발상태여서 본격적
탐사에 따라 매장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현재 총추정 매장량이 21~57억 toe에 달하는 190개의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가스 응축물(gas condensate) 광상들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천연가스 잠재매장량(2005년)은 5.9조 ㎥이며, 서북부의 Ustyurt지역이
가장 유망하고 확인매장량의 약 66%가 9개 광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CIS에서 2위, 세계 비중은 2.3~2.5%를 차지한다. 약 25개의 가스전에서 생산을
하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둘째,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8,200만 톤으로 추정되며, Kokdumalak 광상 등이
위치한 Bukhara-Khiva지역이 현재 석유생산량의 75~80%를 차지한다. Ferghana
계곡, Ustyurt 고원, Aral해 유역 등에 유전이 있어 향후 20~23년 동안 충분한 사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유전의 70%가 발견되어, 새로운 유전
탐사는 기존 유전보다 더 깊은 굴착으로 3배 이상의 탐사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광물자원이 생산되지 않는 호레즘(Khorezm)이 유망한 석유 및 가스의 매장 유망
지역으로 대두되어 그 전망이 밝다.13)
셋째, 우즈베키스탄의 석탄 확인매장량은 19.5억 톤이며, 2007년의 연간생산량
은 330만 톤으로 국내 소비의 90%는 전력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석탄의 실제
추정 매장량은 57억 톤이며, 70%의 석탄이 갈탄이다. 2009년 현재 석탄은 19억
톤의 갈탄 매장량을 가진 Angren과 5,000만 톤의 역청탄 매장량을 보유한 Shargun
및 Boysun의 3개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13) UNDP(2007),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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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자원 매장량(2007년)
광종
석탄
석유
천연가스
형석
금
몰리브덴
텅스텐*
우라늄

단위
우즈베키스탄(A)
백만 톤
4,000
십억 배럴
0.6
조 입방피트
61.6
백만 톤
27
톤
5,300
천톤
60
천톤
20
천톤
65.62

세계(B)
984,211
1,332
6,186
215
49,800
8,600
3,200
2,619.31

A/B(%)
0.4
0.045
0.996
12.6
10.6
0.7
0.6
2.5

세계순위
19
45(생산량 순위)
17
4
5
11
12
8

주: 1)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8년 말 기준
자료: Kotra(2008), p. 47, 한국수출입은행(2008), pp. 604-620.

넷째,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확인매장량은 5.5만 톤, 추정매장량은 12만 톤이
다. 우라늄 확인 매장량은 USD80/kg의 비용으로, 추가 1.75만 톤은 USF80~
130/kg의 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며, USD130/kg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4.7만 톤의
새로운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주된 생산지는 나보이 광산 및 야금 종합단지로 연
간 3,000톤의 명목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이전에 모든 우라늄을 러시
아에 수출, 1992년 이후부터 미국 브로커가 수출을 담당했고, 2007년 이후 일본에
우라늄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 우리나라는 2010~14년 동안 매년
300톤의 우라늄 도입을 계약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USD3천만 규
모의 합작투자를 통해 Aktau광상을 개발하여 연간 300톤의 우라늄을 생산할 계획
이다[UNDP(2007), p. 7].
우즈베키스탄에는 2009년 1사분기 현재 USD1조를 초과하는 규모의 총 202개
탄화수소 가스전(hydrocarbon site)이 분포되어 있지만, 절반을 초과하는 정도만
탐사 또는 개발되어 70개 지역이 개발 준비 중이며 9개 지역은 폐쇄되었다. 우즈
베키스탄은 41개 투자블록을 구분하고, 그 중 13개 블록에 대해 외국기업들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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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및 탐사 권한을 제공하였다.14)
우리나라의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업진흥공사가 아랄해 지역 유전개발과 함께
석유ㆍ천연가스ㆍ우라늄 개발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다.
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성과

[표-6]과 같이 2001~08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연
평균 12.6%와 14.2%의 성장률을 기록한 고도성장추세를 달성했다. 2009년 1사분
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7.9%의 높은 성장률을 보
였다.
첫째, 공업생산은 9.9%, 소비재 생산은 12.5%, 농산품 생산은 5.7%, 서비스 생
산은 16.6%, 건설부문은 12.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은 6.1%만큼 증가했다.
둘째, 총투자액은 31.4% 증가한 반면에, 해외직접투자는 2.5배로 대폭 증가했다.15)
셋째, 2002년 이후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 및 확대로 외화보유액은 2003년 이
후 크게 증가하여, 2001~08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39.5% 증가율 시현했다. 미지
불외채의 GDP 비율은 GDP의 고속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2004년 이
후 크게 감소하여 국가위험 중에서 이체위험이 축소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중앙은행 재융자 비율은 2003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은행제도의 유동성
확충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16)

14) UNDP Uzbekistan(2009), p. 18.
15) http: //www.uzeltex.uz/en/news
16)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9a),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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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성과
연도
GDP(UZS10억)
GDP(USD10억)
GDP 실질증가율
1인당 GDP(USD)
1인당 GDP(USD, PPP)
외화보유액(USD백만)
경상수지(USD백만)
총외채(USD10억)
미지불외채 GDP 비중
DSR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앙은행 재융자 비율

2001

2002

11.3
4.2%
371.3

9.7
4.0%
388.1

1,210
-115.9
4.8

1,220
96.8
4.7

26.7% 25.2%
26.6% 21.6%
24.8% 34.5%

2003
9,838.0
9.9
4.2%
393.2
1,647
1,660
863.1
4.9
42.0%
21.3%
3.8%
20%

2004
2005
2006
2007
2008
12,261.0 15,923.0 20,759.3 28,186.2 36,839.4
12.0
13.7
17.0
22.3
25.9
7.7%
7.0%
7.3%
9.5%
9.0%
458.5
517.1
630.1
814.7
939.9
1,804
1,970
2,156
2,387
2,656
2,146
2,895
4,459
7,413 10,150
1,215
1,949
2,933
4,267
5,626
4.8
4.3
3.8
3.9
4.1
36.2% 30.4% 24.5% 17.8% 15.6%
20.6% 13.8% 12.4% 8.4%
7.4%
3.7%
7.8%
6.8%
6.8%
7.8%
18%
16%
14%
14%
14%

자료: UNDP Uzbekistan(2009), p. ⅻ,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9c), p. 15, http: //stats.unctad.org/
Handbook, 한국수출입은행(2009a)

다.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표-7]과 같이 2001~08년 동안 상품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1%와 14.1%, 서비
스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4.6%와 4.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외국인직
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32.5%의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8년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USD10.18억은 USD6.93억의 FDI와
USD3.25억의 무보증 차관으로 구성된 것이며, 해외투자 원천국은 40여 개국으로
러시아 36.3%(USD4.66억), 스위스 12.7%(USD1.63억), 말레이시아 USD4,100만,
영국 USD4,000만, 터키 USD2,400만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의 해외직
접투자 유입액은 국영기업 자산 매각과 민영화 계획 수행으로 인해 USD6.93억으
로 크게 증가하여 산업구조의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6년에 673개 국영기업을, 2007년에 631개 국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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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달성했다. 2009년 86개 투자 프로젝트에 USD19억 이상의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동 금액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USD4.82억의 정부보증차관을 포
함하여 USD13.82억을 FDI로 유치할 계획하고 있다.17)
2007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산업별 구조는 [표-8]과 같이 석유 및 가스, IT 및
통신, 경공업의 순으로 구성되며, 특히 FDI는 55.8%가 석유 및 가스산업에,
20.4%가 IT 및 통신산업에 집중된 반면 전력부문 비중은 9.3%에 불과하다.
FDI누적액 기준으로 터키ㆍ미국ㆍ한국ㆍ영국ㆍ독일ㆍ인도네시아가 최대 투자
국이며, BAT(담배), 대우(자동차, 무역, 섬유), Case New Holland(농기계), Lukoil
표-7.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USD백만)
연도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
상품서비스수출
상품서비스수입
CIS 대상 수출
CIS 대상 수입
비CIS 대상 수출
비CIS 대상 수입
대 한국 상품수출
대 한국 상품수입
FDI유입
한국 FDI의 유입
UZS/USD(연말기준)
환율 상승률

1997
4,025
4,185

1999
3,235
3,110

298.0
675.1
167
16.3
79.38
49.3%

208.3
341.4
121
0.3
139.4
27.4%

2001
2,708
2,814
462.4
322.9
3,170.4
3,136.9
1,090.6
1,168.1
2,079.8
1,968.8
136.7
345.7
96.5
60.6
688
111.7%

2002
2,513
2,425
475.4
287.0
2,988.4
2,712.0
823.5
1,000.3
2,164.9
1,711.7
96.8
188.5
80.1
0.5
970
41.0%

2004
4,280
3,392
573.0
424.0
4,853.0
3,816.0
1,528.4
1,474.2
3,324.6
2,341.8
76.9
359.0
333.8
0.6
1,058
8.0%

2005
4,749
3,666
659.8
425.3
5,408.8
4,091.3
1,722.6
1,680.8
3,686.2
2,410.5
28.8
493.1
545.5
8.7
1,180
11.5%

2006
5,365
3,915
1,024.8
866.6
6,389.8
4,781.6
2,685.5
2,060.6
3,704.3
2,721.0
40.1
649.3
683.8
22.1
1,240
5.1%

2007
7,511
4,885
1,480.5
350.6
8,991.5
5,235.6
4,273.0
2,721.8
4,718.5
2,513.8
103.9
748.3
629.7
69.4
1,290
4.0%

자료: www.statistics.uz, www.koreaexim.go.kr/kr/oeis, www.stat.uz/stat/, Kotra(2008), p. 17.

17) UNDP Uzbekistan(2009),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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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369.3
7,076.4
1,203.6
427.7
11,572.9
7,504.1
4,108.8
3,203.7
7,562.1
4,300.4
262.9
1,122.6
693.0
65.9
1,38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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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Gazprom(석유 및 가스), VimpelCom(전신)이 우즈베키스탄에 최대규모의 FDI
를 수행한 기업들이다.18)
표-8. 2007년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 유입 산업별 구조
(단위: USD백만)

철및
석유 및 IT 및
농업
보건
건설
비철
경공업 전력 수송
교육
가스 통신
분야
서비스
재료
야금
외국인투자 574.3 217.5 95.33 94.7 87.5 76.6 31.5 24.1 7.0 6.9
FDI
565.4 206.3 95.3 94.7 0 31.8 0
1.0
0
0
투자비중(%) 44.7
16.9 7.4 7.4 6.8 6.0 2.4
1.9
0.5 0.5
20.4 9.4 9.3 0
3.1
0
0.1
0
0
FDI비중(%) 55.8
연도

화학 기타
1.4
1.4
0.1
0.1

68.9
17.7
5.4
1.7

자료: UNDP Uzbekistan(2009a), p. 72.

2009년에 거의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달성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FDI
유입은 USD19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유치 잠재력은 보다 개선되어 FDI 유
입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DI유치여건이 여타국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2007년 우즈베키스탄 법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저하와 변경으로 인해 많
은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하거나 철수를 계획했다. 예컨대
2006년 말 Caterpillar Tractors가 철수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불화로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회사인 Newmont Mining과 MCT Corp.(Coscom)이 철수했다.
그리고 1992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창설된 Chevron-Texaco는 현지시장에 윤활유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지만 곤란에 직면하고 있으며, 영국에 모회사가 있는 Oxus
Gold와 이스라엘에 모회사가 있는 두 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
18) Din(200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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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19)
라. 지역시장 전력수출여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즈베키스탄의 잠재적 수
출시장이며, 파키스탄과 이란은 잉여 발전량이 나타나는 여름에 첨두수요를 갖기
때문에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9]와 같이 CARs(Central Asian Republics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즈베
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화석연료를 보유한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
탄은 풍부한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압도적으로 수력발전계통에 의존하
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봄과 여름에 대규모 잉여 발전량을 갖는 반면, 화
력발전설비 및 화석연료 부족으로 겨울에는 전력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자원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으로부터의 화력발전량과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의 수력발전량을 조합하면
주변지역으로의 연중 수출이 가능하다. 그와 함께 주변지역 전력수출을 목표로 파
키스탄 및 이란 수출을 위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500kV 송전선 건설 수요와 중
국 Xingjian성의 Urumqui지역에 대한 수출 가능성 증대에 따라 중전기 수요의 급
증이 가능하다.20)
한편 CAPS 전력의 러시아 시장 접근을 위해 RAO UES가 카자흐스탄에서 남
북송전선 공사를 수행했다. 2001~05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전
력량은 17.1TWh에, 2003~05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전기가 카자흐스탄을 통과하
19) US Commercial Service(2009), 6장.
20) World Bank(2007),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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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CARs와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에너지 자원 비교
자원

구분

우즈베
키스탄

카자흐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타지키
스탄
거의
없음

키르기
스스탄
거의
없음

매장량(백만 배럴)

594

29,000

546

생산량(백만 배럴/1일)

0.15

1.30

0.26

0.00

0.00

자료
없음

매장량(TCF)

66.2

65~70

71.0

거의
없음

거의
없음

5.0

생산량(TCF/1년)

2.07

0.57

2.10

0.00

0.00

매장량(백만 톤)

4,000

37,500

거의 없음

3,600

800

매장량(백만 톤/1일)

2.800

95.000

0.000

0.032

0.400

가능용량(MW)
개발용량(MW)

약간
1,700

20,000
2,000

약간

40,000
4,000

26,000
3,000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수력

아프가
니스탄
100

자료
없음
100
자료
없음
약간
262

주: TCF : trillion cubic feet, MW : Megawatt = 1,000kW(Kilowatt)
자료: World Bank(2007), p. 5.

여 러시아로 수출된 량은 3.6TWh에 달했다.21)
[표-10]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CAPS 내부 전력무역은 2002년의 1,243GWh
를 저점으로 2004~07년 동안 평균 8,716GWh의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즈베
키스탄의 CAPS 내부 전력무역은 2004년 이후 타지키스탄으로 편중되고, 2007년
수출량은 200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수입액은 수출 감소량보다 더 크게 증가
하여 CAPS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 수출 대상국 구조에
서 키르기스스탄 수출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에, 타지키스탄의 수출은 증가 후
1998년 수준으로 복귀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21) Eurasian Development Bank(200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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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입 대상국 구조에서 모든 CAPS 내부국가에 대해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며, 2007년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전력수입량이 868GWh로 크게 증가하
여 CAPS 내부 상대국 모두에 대해 순수입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전력수출량은 2004년 118.18GWh(USD236만),
2005년 149.71GWh(USD299만), 2006년 1~3월 누계 24.18GWh(USD48만)으로
크게 증가했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최대 전력 수출국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CAPS의 전력무역 증가를 위해서는 제3국 전력공급망과의 연결이 선행
되어야 하며,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미래 전력거래환경의 확실성 증대ㆍ
원가 보장을 위한 전력요금 제도 확립ㆍ민간투자유치로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 등
의 시장효율성 조치가 요구된다.22)
표-10. 우즈베키스탄 CAPS 내부 전력수출입 국별 구조 추이(1998~2007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총수출(GWh)

482

440

957

856

634

2

195

287

267

0.3

0.2

0.2

0.2

361

729

569

360

4,481

4,278

4,414

3,915

키르기스스탄수출(GWh)

2005

2006

2007

4,481 4,278.2 4,414.2 3,915.2

카자흐스탄수출(GWh)
타지키스탄수출(GWh)
투르크메니스탄수출(GWh)
총수입(GWh)

658

키르기스스탄수입(GWh)

77

33

1,654

2,238

1,350

609

7

970

1,926

1,038

523

0.1

558

224

299

72

4,369

4,147

4,183

126

68

13

112.2

131.2

231.2 -1,160.8

4,369 4,147.0 4,183.0 5,076.0
868

카자흐스탄수입(GWh)
타지키스탄수입(GWh)
투르크메니스탄수입(GWh)
순수출(GWh)

-176

-1,214.0 -1,281.0 -494.0

자료: Eurasian Development Bank(2008), pp. 8-9.

22) World Bank(2004), p. 14, pp.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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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국 진출 공동 전력망 구축을 추진 및 운영하는 경우에 열악한 운영 및
수익성 환경으로 인해 CAPS 국가들은 에너지부문 개혁 위험(reform risks), 수자
원에너지 협조위험(cooperation risk) 및 (하류지역 국가 반대로 개발이 곤란할 수
있는) 강변 위험(riparian risk), 송전망 접근위험(Transmission Access Risk), 자원
위험(resource risk), 시장위험(market risks) 등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23)

Ⅲ. 전력산업 개혁과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1. 전력산업 구조 개혁
가. Uzbekenergo와 전력산업 민영화

Uzbekenergo는 2001년 2월 22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DP-2812호
에 의해 전력산업 및 석탄산업의 경영조직인 개방형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되
었다. Uzbekenergo는 2008년 말 현재 11개의 단일 기업들(unitary enterprises)과
41개 개방형 주식회사들, 2개의 유한 책임회사들과 회사지점 “Energosotish”인 54
개 기업들과 조직들로 구성되어, 53.2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24)
Uzbekenergo는 2006년 7월 10일자 “2006~2008년 민영화과정 확대”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07년 계획 단일기업 “Talimardjan TPP”의 민영화, 2008년 계
획 단일기업 “Tashkent TPP”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3) World Bank(2004), pp. 62-65.
24) Uzbekenergo(200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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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의 개혁조치와 함께, 2007년 7월 20일에 “2007~10년 동안 민영화과정
의 추가적 심화 및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조치들”에 대한 대통령령 제
PP-672호가 발효되어 최신 민영화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의
지분매각을 오퍼 중이다.25)
새로운 민영화 계획은 2010년까지 국가보유 주식들의 매각을 통해 수출생산의
기반증대를 위한 현대화, 전문 기술적 제조 및 제공의 투자의무를 충실히 준수할투
자자들의 확보를 목표로 하며, 투자자산에 대한 세제혜택, 재산권보장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영입찰위원회에 대한 입찰서류 준비를 목적으로 수권 프로
그램을 이행하도록 국유재산위원회가 주식매각에 대한 가치의 규정에 따라 OJSC
Syr-Darya, Novo-Angren, Navoi, Takhiatash 화력발전소, Mubarek 및 Tashkent
열병합 발전소들의 재산권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Uzbekenergo는 연료수급에서 석탄사용의 비중증가, 소비자에 대한 Fergana
Valley 전력공급의 신뢰성 증대, 중부와 중서부 전력공급계통간의 송전선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획 및 수행 중이며, 가구부문소비자들에 대한 현대적인 전자 전기검
침기의 장착과 함께 전기에너지 소비 기록보관(record keeping)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Kakharov(2008), p. 6].
나. 전력계통의 현대화 및 개방화

UzbekEnergo는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 전력시설 환경영향 감축, 전력시장 개
발, 신뢰 가능한 품질의 전기 공급, CAPS 통합 발달을 위해 발전소 노후장비의
현대화, 선진기술 도입과 발전과정의 연료소비 절감, 처리장비의 정비 및 대체, 터
25) http: //www.investuzbekistan.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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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ㆍ보일러ㆍ연로공급계통의 개조 등의 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2009년 “Uzbekenergo”는 2020년까지의 전력계통개발 계획의 연구를 개
시하고, 선진 기술 및 장비의 도입과 운영전력공급설비의 복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둘째, 천연가스 절감속도를 연간 약 5.4억 ㎥으로 달성, 발전가동용량을
905MW만큼 증가시켜, 향후 8-10년 동안 장비가동의 부담완화를 보장하도록 노후
화 발전소장비의 정비 및 현대화, 기존 화력발전소의 용량 증대, 연소소비 감소 등
의 최신 기술 도입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26)
셋째, 화력발전소는 2009년 초 현재 가스발전비중이 80%~85%, 연료유 비중이
4.6%, 석탄비중이 6.5%이지만, 201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15~20%로 확대
할 계획이다.
넷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연구가 진행되고, 수력발전 잠재력
사용을 우선순위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1,180MW를 초과하는 총발전
용량을 갖는 41개 소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약 USD2.5억 총예산으로 계획하고 있
다.27) 그리고 수자원농업부는 농업용 소수력발전산업 발달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총
발전용량 420MW 및 연간 3억 kWh의 발전량을 가진 15개 소수력발전소의 건설
을 계획하고 있다. UNDP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
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각종 장벽제거 정책수립사업에 USD6.3만을 지원할 계획
이다.28)
다섯째, 기술적 가능량 1.768억 석유환산톤(toe) 및 총 가능량 509.73억 toe에
달하는 아주 유망한 태양광발전과 기술적 가능량 470만 toe 및 총 가능량 1,080만
26) http: //www.uzbekenergo.uz/eng
27)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2008), p. 8, p. 13.
28) http: //europeandcis.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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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으로 다음으로 유망한 재생에너지 원천인 생물연료(바이오매스)발전의 개발을
위한 2000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문의 발전시설 개발 및 복구 프로그램에 따라
원격지이며 전력공급망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서의 독립 전력공급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29)
2.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가.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외교통상 현황

1991년 8월 31일에 독립을 선언한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독립 이후
이듬 해인 1992년 1월 29일 우리나라 수교했다. 그리고 1993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이, 1996년 1월 한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30)
1992년, 1995년, 1999년, 2006년, 2008년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
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2005년 노무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
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왔다. 2008년 말 현
재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1992),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1992),
이중과세방지협정(1998), 세관분야공조협정(1999), EDCF협정(1999) 등 12개의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7년 10월 기준으로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
외경제협력기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총 4건 USD1.07억의 경협차관을 지원했고, 한
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2007년 말
29) Carnegie Endowment(2008), pp. 7-8, Ziganshina(2008), p. 2, http: //ebrdrenewables.com
30) 한국수출입은행(2009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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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USD21,876천, 1992년부터 연평균 USD1,367천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했
다. 2008년 KOICA의 대 우즈베키스탄 지원사업계획규모는 2007년의 USD4.593
백만보다 USD2.847백만이 증가한 USD7.44백만으로 크게 증가했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된 사업형태별 지원내역을 금액순위로 보면 봉사단파견, 연수생초
청, 프로젝트지원, 전문가파견의 순으로 집행되어 왔다. 특히 2008년까지 수행된
KOICA의 프로젝트지원사업은 총 8건 USD15.74백만의 규모이며, 주로 보건과
교육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2000년 이후 한류에 따라 한국 상품 및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200여개의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다.31)
도표-2.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무역

31) 외교통상부(2008), p. 43, pp.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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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 //stat.kita.net/top/state

나.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무역

[도표-2]와 같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무역은 1992년 개시 이후, 1997년을
정점으로 2002년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크게 증가해 왔다. 1992
년의 무역개시 원년부터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
여 기록했고,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상품수지는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00~08년 동안 한국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은 연평균 12.3%,
수입은 연평균 2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에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수입은
1997년 이후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을 주
로 수입하고, 공산품들을 수출하는 산업간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08
년을 기준으로 수출품의 경우에 기계류 79.3%, 화학공업제품 6.3%, 섬유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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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제품 3.3%, 철강금속제품 3.1%의 비중을 보이며, 수입품의 경우에 광산
물 90.1%, 섬유류 5.2%, 농림수산물 4.3%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상품수
지에서 기계류 103.5%, 화학공업제품 8.1%, 전자전기제품 4.3%의 흑자기여 비중
을 보인 반면에, 광산물은 -27.3%의 수지 비중을 보였다.
[그림-2]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전반적으로 1992
년 이후 지속적으로 24 이상이어서 높은 비교우위를 반영하고 있다. 1992~09년 6
월 동안 무역특화지수의 평균은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에서 각각 -77.79와 -43.41
로 나타나 강력한 비교열위를 보여주는 반면에, 섬유류는 15.4로 약간의 비교우위
를, 여타 품목들은 70 이상으로 강력한 비교우위를 보유한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품목의 무역특화지수는 1992~09년 6월 동안 평균 55.38로 나타나 강력한 비
교우위를 반영하며, 1999년 이후 비교우위 여건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
전기제품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37~100의 범위를 가져 절대적인
비교우위 상황을 반영해 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무역의 그루벨-로이드지수는 0.1~0.76의 범위
그림-2.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및 그루벨로이드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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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199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산업간무역의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2]에서 전기전자제품의 그루벨-로이드지수는 1998년의 0.2 이외에 모
든 기간에서 0.04 이하여서, 거의 완전한 산업간무역을 반영한다.
다.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계

[그림-3]과 같이 2000~03년 동안 UZS표시 USD환율이 대폭 상승하고, 그에 따
그림-3. 우즈베키스탄의 상품수지 및 FDI유입 추이와 대 한국 관계

자료: www.statistics.uz, www.kita.net, 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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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2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상품수지의 흑자 반전 후 지속적 확대와 FDI 유입
의 가속적 증가 발생해 왔다. 우즈베키스탄의 대 한국무역 상품수지는 2002년의
적자를 저점으로 2003년 이후 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한
국 FDI의 유입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1992년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현지법인 1
개소 설립을 시작으로, 1993년 제조업에 금속가공과 자동차업종의 2개 법인이
USD15백만의 금액으로 투자를 개시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 1994년 USD66.3백
만, 1995년 USD23.7백만을 투자했고, 섬유제품산업에 대해 1996년 USD69.655
백만, 2001년 USD60.046백만을 투자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USD4.667억
(140건)이고, 한국 FDI 총액의 0.4%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개방정책과 한
국과의 유대강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한국 FDI에서 우즈
베키스탄 비중이 1%를 초과한 것은 1992~2008년의 17년 동안 1993년, 1994년,
1996년, 2001년의 4년에 불과하다.
1992년~2009년 3월 동안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FDI는 제조업(68.38%)에 편
중되어 있고, 부동산 및 임대업(11.27%)과 운수업(3.76%) 투자가 2006년 이후 급
증했고,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7.87%) 투자가 2007년에 크게 증가
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FDI는 99.5%가 현지법인 진출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7년부터 투자 업종의 다각화와 투자 목적의 다양화가 나타나
고 있어 향후 대 우즈베키스탄 FDI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3년까지 수출촉진 목적의 해외투자가 대부분이고, 저임활용과 원자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FDI가 수행된 반면에, 2004년 이후 자원개발과 현지시장 진출 목
적의 FDI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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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FDI는 (의복 제외)섬유제품제조업(58.92%)
과 자동차ㆍ트레일러제조업(32.86%)에 편중되어, 섬유제품제조업(의복 제외)에 대
한 FDI는 1996년과 2001년에 각각 USD6,965.5만과 USD6,004.6만의 대규모로
수행되었고, 2006년 이후 USD1,000만을 초과하는 규모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ㆍ트레일러제조업에 대한 FDI는 1993~96년 동안 대규모로 수행된 이
후 거의 투자가 없는 상황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완성차 조립투자에 따른 자동
차 부품산업 진출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FDI에서 건설업 비중은 0.48%에 불과하며, 전
문직별 공사업(81.8%)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 투자는 18.9%에 불과
하며, 수로ㆍ댐ㆍ급배수시설건설업과 기타 토목시설물건설업은 각각 5.3%와
10.1%로 저조한 실정이다.32)

Ⅳ. 중전기산업의 시장진출여건과 전략과제

1. 우즈베키스탄 중전기 무역구조와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가. 우즈베키스탄 중전기무역의 국가별 구조

[표-11]과 같이 2007년도의 우즈베키스탄 중전기 무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기기 산업구조가 반영하듯이, 전선 수출이 대부분인 77.1%를 차지하고, 중전기기
32) http: //www.koreaexim.go.kr/kr/oeis/m01/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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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22.9%에 불과하다. 한편 중전기 수입에서 전선은 9.7%를, 중전기기는
90.3%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중전기 수출의 최대시장은 러시아 62.4%, 카자흐스탄 29%, 그루
지야 3.9%로 구성되어, 이들 3개국이 96.3%를 차지한다. 중전기기 수출의 최대시
장은 러시아 91.4%, 독일 3.9%, 우크라이나 2.3%로 수위 3개국 비중이 97.6%에
달해 국가편중도는 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전선 수출의 최대시장은 러시
아 53.9%, 카자흐스탄 38.2%, 그루지야 5.1%로 수위 3개국 비중이 97.2%에 달
할 정도로 국가편중도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전기 수입에서도 국가편중도는 크게 발생하여 수입선 비중이
러시아 56.6%, 중국 14.4%, 독일 9.6%로 3개국 비중이 80.6%에 이른다. 중전기
기 수입의 수입선 비중은 러시아 59.4%, 중국 14.8%, 독일 9.7%로 구성되어 3개
국 비중이 83.9%에 달한다. 그리고 전선 수입의 수입선 비중은 러시아 30.2%, 우
크라이나 17.8%, 중국 5.1%로 3개국 비중이 58.8%로 절반을 초과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중전기 무역은 국가 편중도와 품목 편중도가 크게 발생하
며, 중전기 수출에서는 전선과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에 대한 편중도가 아주 큰 반
면에, 중전기 수입에서는 중전기기와 러시아 및 중국 편중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12]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중전기기 수출에서 HS 8504류(변압기, 정지변환
기, 안정기)가 83.2%, HS 8535류(차단기)가 8.2%, HS 8537류(배전 및 제어기)가
5.4%의 비중을 차지하여 3개 품목이 96.8%를 차지할 정도로 품목 편중도가 크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중전기기 수입에서 HS 8504류(변압기, 정지변환기, 안정기)
가 25.4%, HS 8501류(전동기와 세트 제외 발전기)가 18.5%, HS 8502류(발전기
세트와 회전변환기)가 15.6%, HS 8535류(차단기)가 15%의 비중을 차지하여 4개
품목이 중전기기 전체 수입의 74.4%를 차지하는 형태로 품목 편중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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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우즈베키스탄의 중전기 무역현황(2007년)
(단위: USD1)

자료: http: //comtrade.un.org/

나.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중전기무역의 구조와 경쟁력지위

[표-12]에서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중전기무역은 거의 일방적으로 수
출 일변도여서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쌍무무역 측면의 비교우위 구조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USD200 미만의 수입은 순수한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 상품의 수리
반품 또는 매수의뢰용 견본 구입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Balassa의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나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대해 비교우위가 강력한 품목은 배전 및
제어기와 중전기기 전체이다. 그리고 HS 8501류, 8504류, 8544류는 아주 약한 비
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33)
장기적으로 [도표-3]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 중전기 무역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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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모든 품목이 순수출 성과를 달성해 왔다. 변압기와 배전
제어기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순수출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순수출 실적 역시 단속
적으로 발생하여 품목별 추세분석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표-12.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무역 구조와 경쟁력 지위

자료: http: //comtrade.un.org/db

따라서 포지션 분석을 위해 순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 기간들 및 특이실적 기간
을 제외하고, 1996~98년의 평균과 2007~09년의 평균을 사용, 2009년 실적은 1~7
월의 누계를 12개월로 환산한 실적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순수출 비중은
2007~09년(1~7월)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성장률은 두 평균을 이용하여 구했다. 그
리고 차트작성을 위해 100%를 아주 초과하거나 새로운 실적이 나타난 품목은 최
대 200%로 조정하여 계산하였다.

33) Cai and Leung(2008), pp. 7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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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에서 우즈베키스탄 수입시장 점유율 대신 우리나라 중전기 순수출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BCG(Boston Consulting Group)모형분석을 수행하면, 전선은
Star 품목, 원자로 및 전기로ㆍ차단기ㆍ배전 및 제어기는 ?(Question Marks)로,
발전기 및 전동기ㆍ변압기ㆍ변화 및 안정기ㆍ기타 중전기기는 Dog로 나타나며,
Cash Cow 품목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표-3.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중전기무역 포지션 분석

구분
품목
발전기(A)
전동기(B)
변압기(C)
차단기(D)
배전 및 제어기(E)
변환 및 안정기(F)
원자로 전기로(G)
기타 중전기기(H)
전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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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출
비중
1.2%
0.8%
2.4%
8.0%
6.7%
1.1%
1.8%
0.7%
77.2%

성장률
-79.1%
-2.4%
-26.6%
150.0%
10.2%
-61.6%
200.0%
-98.7%
111.6%

07-09
평균
40.9
27.4
78.3
264.1
220.5
37.8
58.3
23.9
2,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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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 //stat.kita.net

[도표-3]과 같이 [표-13]의 그루벨-로이드 지수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전기
기 무역은 1997~8년, 200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산업간 무역형태로 수행되
어 온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선 무역에서 그루벨-로
이드 지수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산업간 무역형태로 수행되어 온 상
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중전기기의 세계무역이 보다 산업내부무역
으로 진화되는 것을 그루벨-로이드 지수의 지속적 증가에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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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중전기 쌍무무역 경쟁력 비교
(단위: USD천, kg)

자료: http: //stat.kita.net

2. 우즈베키스탄 시장 유망진출사업과 전략과제
가. 한국 중전기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대한 유망 진출사업
1) 수출상담회에 따른 유망진출 품목

2007년 5월 한국 중전기업체 수출촉진단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 수출상담회
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미지가 좋은 한국의 전력기자재
및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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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압기류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전력 민영화 정책에 따라 세계 여
러 나라의 투자 유치 및 합작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품목으로, 한국 제품의
품질ㆍ기술ㆍ가격경쟁력을 높이 평가하여 현지 판매대리점 권한을 희망하는 바이
어가 많았고, 샘플을 원하는 등 현지 진출가능성이 매우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폐기류는 중저압 LBS, MCCB, VCB(차단기), 리크로져 등에 높은 관
심을 보였으며, 기술 및 가격에서 유럽 제품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
어가 요구하는 품질과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출유망 품목군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무선 원격검침기 및 자동정전통보장치는 신기술을 응용한 신제품이어서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유발시켰고, 유럽산 제품에 대한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우
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판매회사를 희망하는 바이어가 많았다.
넷째, 폴리머 애자류는 현지 바이어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35개의 자회
사가 있는 Uzeltechsanoat와 폴리머 애자 구입 및 향후 현지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배전반 및 보호계전기, 전선 역시 유럽산 제품에 대한 가격 및 기술 경
쟁력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34)

2) 중전기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시장의 최적 진입방법

PESTLE분석(Political, Economic, Sociological, Technological, Legal and
Environmental analysis)은 사업 수익성의 극대화 및 위험 최소화를 위해 산업에
현재 영향을 주거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될 정치ㆍ경제ㆍ사회ㆍ기술ㆍ법률구조ㆍ
환경 요인들을 규명과 각 요인별 영향에 관련된 대상ㆍ영향의 강도ㆍ영향의 변화

34) 전기산업진흥회(2007b),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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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결과와 전망을 수행하고, 수행사업에 대해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는 중
요한 환경요인들의 큰 그림을 구상할 수 있게 해 준다.35) [표-14]와 같이 정치적
위험 요인, 사회적 보장요인, 법률구조 보장요인, 경제적 지속성장요인, 기술적 발
달요인, 환경성과 요인의 전반적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열악한 무역 및 투자여건
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위험 요인들 중에서 양국 모두 단기 및 중장기 수출의 정치적 위
험과 이체위험이 높고, 아르메니아는 외국 개입, 전쟁위험, 전반적 정치위험이 높
은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엘리트파벌, 몰수 및 정부행위 위험, 총세율, 기업운영
곤란 위험, 전쟁위험, 전반적 정치적 위험이 특히 높다.
둘째, 경제적 지속성장요인들 중에서 양국 모두 실질 GDP성장률 실적이 높고,
예상 성장률도 높지만, 시장규모가 작고 Atlas방법에 따라 계산한 2008년의 GNI
를 기준으로 한 World Bank의 분류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USD975 이하의 저
소득국(43개 국가)로 구매력이 낮고,36) 기업대출 장벽이 아주 높아 신용이용가능
성이 낮으며,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성장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셋째, 사회적 안전보장요인 측면에서 문명역량ㆍ공감대 구축ㆍ민주주의 제도가
아주 열악하고, 높은 영양실조 인구비중을 보였다. 특히 사회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상하계급주의(clientelism)는 사회적 불만과 긴장 원천으로 작용하여, 이슬람 원리
주의 돌발 조장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37)
35) Vives et al.(2006), p. 30, http: //www.cipd.co.uk, www.cipd.co.uk,
www.marketingminefield.co.uk.
36) 소득수준에 따른 World Bank의 국가분류는 4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저소득국과 하위 중간소득
국 외에 USD3,856~11,905의 상위 중간소득국(46개), USD11,906 이상의 고소득국(66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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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우즈베키스탄의 PESTLE요인

주: 일반적 지수의 % 비중은 세계 백분율 순위를 표시.

넷째, 기술적 혁신과 연관산업 발달의 요인에서 ICT기술 여건은 아주 취약하며,
저작권 침해비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고, 수송인프라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다섯째,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요인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부패, 투자
제한, 법의 지배, 언로 및 책임소재, 법의 임의적용, 수출입절차, 무역장벽, 자원효
37) http: //www.trading-safe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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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여섯째, 환경정책성과 요인 중 수인성질병방지, 인체유해 대기오염방지, 수질오
염방지, 기후변화 방지조치 측면에서 아주 열악하다.38)
[도표-4]와 같이 IF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과 아
제르바이잔과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최대의 투자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즈
베키스탄에서는 높은 세율 이외에도, 자금조달이용문제, 숙련노동 부족, 조세행정,
부패, 비공식 관행, 승인면허, 전기 부족, 정치적 불안정, 노동 규제의 순으로 외국
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표-4. CIS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투자 10대 장벽 우선순위 비교

자료: http: //www.enterprisesurveys.org

2008년 말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조세부담률은 총이윤의 94.9%에 달할 정도로
조세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지 교포 및 기업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담당 경리사원
38) ADB(2009a),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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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기업 수익성을 좌우하므로, 대부분 기업들이 거의 90%까지 무자료 현
금거래가 많아 신용 위험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현지 유력인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 유지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진출기회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39)
PESTLE분석과 투자풍토를 종합하면, 전력시장 민영화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정부기관과의 직접 거래나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의 방식
을 통한 진출이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외환환전 및
송금규제로 인한 정상적 무역활동이 곤란한 내수업종 대신, 국내에서 원재료 조달
이 가능한 수출상품 개발을 기초로 하는 수출산업투자가 바람직하고, 외환송금제
한 등으로 단기적 투자수익 환수가 곤란하므로 수익의 재투자 등 중장기적인 투자
를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하다.40)

나. 우즈베키스탄 중전기시장에 진출의 전략과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분석과정)를 통해 분석의 종합적 목표
규명, 종합목표의 하위목표들(subgoals) 규명, 하위목표의 적합성 판정과 달성 계
획기간 및 충족기준의 규명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영향요인들에 대한 인식, 느낌,
판단, 기억을 설정 프레임워크로 조직화시켜 의사결정 수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AHP는 충족기준의 각각에 대한 하위기준들(subcriteria)을
규명하고, 기준 및 하위기준을 모수 값 범위 또는 높음ㆍ중간ㆍ낮음 등의 구두 표

39) 한국수출입은행(2009a), pp. 65-68.
40) Kotra(2008a), pp. 35-37,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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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강도로 표시하도록 쌍별비교 척도를 사용한다[Saaty(2008), p. 73].
우즈베키스탄 중전기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우위 획득 전략
체계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쟁전략 결정요인들을 이용
하여 [그림-4]와 같이 구상할 수 있다.41)
글로벌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고,
내부요인은 다시 수주역량ㆍ운영역량ㆍ생산기술ㆍ개발기술로, 외부요인은 계통개
발ㆍ경쟁수준ㆍ환경규제ㆍ국가위험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내외부의 세부요인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대안들을 마케팅강화, 금융지원강화, 전문가육성,
R&D강화, 전략적 제휴, FDI촉진, 통상외교, 품질관리로 규정하고, 이들 전략대안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AHP를 SWOT에 결합시킨 A’WOT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4. A‘WOT분석을 위한 내외부 여건과 경쟁우위 전략대안 체계

41) Wind(1987), pp. 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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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중전기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대안의 요인별 중요도
요인
전략
마케팅 강화
금융지원 강화
전문가 육성
R&D 강화
전략적 제휴
FDI 촉진
통상외교 강화
품질관리(PQ)
중요성
점수
1
3
5
7
9
2, 4, 6, 8

수주
역량
7.5
8.8
5.4
5.8
5.3
7.9
3.6
3.3

운영
역량
3.3
4.5
8.7
8.0
7.2
5.4
3.6
7.3

생산
기술
3.2
3.4
4.8
5.5
7.7
3.7
7.2
8.8

개발
기술
3.5
2.9
6.9
8.8
7.5
5.2
4.5
8.8

계통
개발
3.1
2.6
7.0
8.8
6.5
4.7
5.3
7.8

경쟁
수준
8.8
7.1
8.1
6.1
5.9
5.0
4.8
4.0

환경
규제
6.8
6.5
4.8
8.1
4.2
3.5
3.3
8.9

국가
위험
3.5
6.2
4.4
3.2
8.7
7.6
7.5
1.9

정의

전략대안이 열 요인에 대해 갖는 강도 표시 점수 내용

중요성 거의 없음
약간 중요
강력히 중요
아주 강력히 중요
절대적으로 중요
중간 정도 표시 값

열 요인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무관한 조치(활동)와 동일
경험 및 판단으로 여타 조치보다 약간 더 중요
경험 및 판단으로 여타 조치보다 강력히 더 중요
그 조치가 강력히 선호되고, 그 중요성이 실제로 확실함
어떤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그 조치가 가장 중요
위의 우선순위 중간의 강도를 구성하는 중요성 표시

각 내외부 하위요인들의 중요도를 전력산업 기업들의 수출 및 기술전문가 자문
을 통해 결정하고, 우즈베키스탄 전력시장 진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경쟁우위 하위요인에 대해 갖는 중요도를
중전기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15]와 같이 획득했다.
[표-15]의 자문 내용들은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3회 이
상 동일 설문을 수행하여 Saaty (변형)척도로 평가된 설문결과의 수렴수준을 제고
시켜,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표-15]의 결과를 기초로 전략대안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그림-4]의 A’WOT분
석 원리에 따라 적용하여 사업별로 전반적 관점에서의 종합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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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치들을 규명한 결과는 [도표-5]와 같다.
예컨대 내부요인 중요도/외부요인 중요도의 비율이 2로 내부요인이 외부요인보
다 2배로 더 중요한 경우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중전기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D강화, 전략적 제휴,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등의 순서로 전략의 중요도가 나타
났고, 전략들간의 중요도 격차는 최대가 0.044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제반 전략대
안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가육성 및 품질관리와 금융지
원 강화 및 통상외교 강화의 우선순위들이 내부요인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로 순위가 변화했다. 특히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내부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
할수록 확대된 반면에, 통상외교 강화와 마케팅 강화는 내부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탄 중전기시장을
위해수출이 적합하며,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R&D 강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
휴, 품질관리, 현지시장 전문가 육성과 함께 FDI 추진을 준비해야 하며, 또한 정부
의 금융지원 강화 및 통상외교 강화와 수출기업들의 마케팅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도표-5. 내부요인 및 외부요인 중요도 비율 변화에 따른 전략가중치 민감도
IN/EX
중요도비율
R&D 강화
전략적 제휴
품질관리(PQ)
전문가 육성
FDI 촉진
금융지원 강화
통상외교 강화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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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111

0.143 0.200

0.333

1.000 3.000 5.000

7.000

9.000

0.1458
0.1440
0.1390
0.1304
0.1200
0.1114
0.1075
0.1019

0.1443
0.1429
0.1282
0.1287
0.1177
0.1145
0.1168
0.1070

0.1443
0.1429
0.1287
0.1288
0.1178
0.1144
0.1164
0.1068

0.1447
0.1432
0.1310
0.1291
0.1183
0.1137
0.1143
0.1057

0.1453
0.1437
0.1358
0.1299
0.1193
0.1123
0.1102
0.1034

0.1463
0.1444
0.1430
0.1311
0.1209
0.1102
0.1040
0.1001

0.1464
0.1445
0.1435
0.1312
0.1210
0.1101
0.1036
0.0999

0.1444
0.1430
0.1295
0.1289
0.1179
0.1141
0.1157
0.1064

0.1460
0.1442
0.1406
0.1307
0.1204
0.1109
0.1061
0.1012

0.1462
0.1443
0.1422
0.1310
0.1207
0.1105
0.1047
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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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전력시장의 특성 및 발달전망과 중전기무역 구조에 대
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최적 진출방안과 진출성과 극대화를 위
한 최적전략과제들을 SWOT 및 AHP 기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전력생산 여건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 설비 노후 및 그
에 따른 비효율성, 과도한 천연가스 편중, 주변국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발
전시설의 대폭적인 복구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을 보았다. 송배전의 경우에 손
실량이 과도하여 송배전 설비 및 변전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배전
분야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자동계측설비 투자 역시 크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전력기기산업 역시 러시아 및 여타 CIS와 동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보여 주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입의 필요성이 아주 높다. 단기적으로 전력계통의 복구 및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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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진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 이
후 연평균 14%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의 달성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라 국가신용위험이 축소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투자풍토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의 전
력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수출 잠재력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 이후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전력계통의 현대화 및 개방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온 과정에서 발전에너지의
과도한 천연가스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석탄화력ㆍ소수력 발전의 확대를 우선전
략으로 수행하고, 농촌 전화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발전의 활
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는 1992년의 수교 이래 KOICA의 개
발자금지원과 함께 무역을 크게 증가시켜 왔고,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기
준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3위의 FDI 원천국가 및 3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위상을
확보했지만, 무역구조는 심한 산업간무역의 특성을 보여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산
업내부무역으로 구조적 전환되도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
고 있다.
제4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전력기기산업의 대외의존적 특성으로 인해 2007년
중전기무역에서 전선은 흑자부문으로, 중전기기는 적자부문으로 나타나며, 전반적
으로 적자가 수출액의 약 42%에 달하는 특성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즈
베키스탄 수입시장점유율은 중전기기는 0.55%에, 전선은 0.9%에 불과하여 중전기
전체는 0.59%의 점유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중전기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각
품목별로 단속적으로 발생하여, 실질적인 비교우위를 구축한 품목은 전선이 유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의 수출상담회 성과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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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들이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 수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문가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
즈베키스탄 시장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강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FDI 촉진노력이 중요한 전략과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국가위험, 강력한 외환통제, 과
도한 조세율, 국가행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 진출의 성과달성이
곤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개발 촉진, 투자풍토의 개선, 효과적인 자원개발, 투
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추진 성과로 인해 매력적인 시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신용
장 기반의 수출 증대, 중장기적으로 기술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전략의 성과 극대화
를 위해서는 R&D 강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등의
수행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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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앙아시아의 남서부, 카스피 해에 접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지정학적 중
요성과 자원 잠재력으로 인하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
시절 및 그 이후에도 독재권력 전통이 가장 강했던 나라로 알려진 투르크메니스탄
은 최근 활발한 에너지 자원 개발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안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알아보고, 국가의
환경오염 관리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 관련 기업
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도 시도할 계획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중심 말의 1장에서는 간략하게 투
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지리와 산업1)을 개괄할 것이다. 경제-지리적 특성과 산업의

1) 산업 중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부분인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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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결국 환경 문제와 절대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 말의 2장에
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환경 현황과 오염 문제, 아울러
카스피 해 연안의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계획이다. 우선 대기오염 문
제는 환경 오염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이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많
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인 탄소 배출권 문제도 대기오염과 직
결되어 있음은 대기오염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예인 것이다. 카자흐스탄, 이란 등
역내 다수 국가와 공동으로 접해있는 카스피 해의 환경 문제는 투르크메니스탄 단
독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지적/국제적 문제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에
너지 산업의 발전에 의한 수질 오염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이 안고 있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토양의 염분화, 유실(사막화), 폐기물의 토양 유기 등의 문
제도 투르크메니스탄의 매우 심각한 환경 현안이다.
중심말의 3장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반적인 환경 관련 국가 조직과 기능
체계를 기술하고, 이어서 4장에서 환경 산업 관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투자 정
책과 외국인 투자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 국제협력관계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
로 본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말 5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 기업이 투
르크메니스탄 환경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에 대해서 총 9분야로 나누
어 논하기로 하겠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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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심 말

1.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특성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카자흐스탄, 동쪽으
로 우즈베키스탄, 남쪽으로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488,100㎢로 한반도의 약 2.4배이며, 평균 해발 100~200m의 저 평원 국가인 것
이 특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및 중앙 지역은 Karakum 사막으로 총 국토 면
적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산과 언덕은 주로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지대인
Kugitang 산맥 Ayrybaba 봉우리의 높이는 3,139m에 달한다. 기후 면으로 볼 때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건조기후로서, 1월 평균기온은 북동부
그림-1. 투르크메니스탄 지도

자료: Central Intellige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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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남동부 3°C, 남서부 5°C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여름 평균기온(7월 기준)은
27~30°C이나, Karakum 사막일대의 경우 48~50°C를 상회한다. 강수량은 76~398mm
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008년 7월 기준 투르크메니스탄 인구는 총 518만 명이고 그 민족 구성 비율은
투르크메니스탄 인 85%, 우즈베키스탄 인 5%, 러시아 인 4%, 기타 6%이며, 사용
언어는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가 두 축으로 주를 이룬다. 전체 인구의 약 90%는
이슬람교(주로 수니파) 신자이고, 2008년 인구성장률은 1.6%로, 15세 미만 인구비
율 34.2%, 15~64세 61.5%의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 경제현황

1991년,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은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 구소련 연방 해체 이전, GDP의 산업부문 생산은 22%인 반면, 농업부문
비중은 약 43%로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ㆍ경제적 발달 수준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
다. 1990년대 초, 재화와 용역의 수입의존도 및 원자재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첫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3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어 재산 사유화를 비롯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
였다. 1995~199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실질 GDP는 19% 감소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CIS 국가 간에 발생한 공급계약 파기와 수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DP 증가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민간기업의 성장이었다. 1999년
까지 무역, 요식업, 서비스업의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GDP 구조를 살펴보면, 산업부문 39.5%, 서비스업
부문 29.7%, 농업 23.8%, 건설업 7%를 기록하여 구조의 현격한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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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산업

1) 석유, 가스 산업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석유, 가스 산업으로 GDP 및 수
출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연료에너지 복합
단지(Fuel and Energy Complex, FEC) 건설에 착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하였다. 1994년 FEC는 전체 산업부문의 4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는 약 6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39개의 가스필드와 18개의 오일필드가 개발 중이
며, 총 130개의 가스필드와 27개의 오일필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르크
메니스탄의 탄화수소 보유량은 430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풍부한 탄화
수소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 가스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1970~1980년대 석유 생
산량은 1,600만 톤, 가스 생산량은 850~900억 ㎥에 달한다. 석유 및 가스의 생산
과 정제, 수출 및 국내수요가 구소련 연방 붕괴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에 관한 법(Law on Hydrocarbon resources)은 석유 및 가스 산
업의 민영화를 허용함으로써 동 부문의 발전에 많은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용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생산공유협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은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중 하나로,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이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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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제품생산 및 석유정제업

석유 생산지는 주로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카스피 해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석
유제품 품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석유정제공장의 재건축 및 신규 공장 설
립이 진행 중에 있다. 석유정제공장은 Turkmenbashi 시와 Seydi 시에 위치하고
있다. 독립 초창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Turkmenbashi 정제 공장의 설비
현대화와 재정비를 석유ㆍ가스 산업 발달의 기조로 삼았다. 동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고옥탄(High-Octane) 가솔린 대량 생산을 가
능케 하였다. 이에 힘입어 석유 제품 생산량은 연 6백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제
품 정제 수준도 90%까지 확대되었다. 석유정제공장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통해 투
르크메니스탄은 다양한 석유제품에 대한 국내수요 충족 물론 세계적인 석유제품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천연가스 산업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총 3개의 액화가스 생산 공장이 존재한다. 1998년 가동을
시작한 첫 번째 공장은 Naip 가스필드에 위치하며, 동 공장의 액화가스 및 압축가
스 생산용량은 각각 1만 5,000톤이다. 2002년 11월 Naip 필드에 두 번째 가스공
장이 설립되었다. 이는 일 9백만 톤의 가스 및 6만 5,000톤의 액화가스 생산능력
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Turkmenbashi 정제공장으로, 설비 현대화에 따라
연간 생산능력이 1만 8,000톤에서 22만 톤으로 증대되었다. 향후 외국인투자가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가스 생산 또한 2010년 60만 톤, 2020년 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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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오염과 관리
가. 대기환경2)

대기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5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6월 5일 이
를 비준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조항에 따라 1998년 작성된 1차 국가 보고서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는 직접 온실가스인 CO2, CH4, N2O와 간접 온
실가스인 CO, NOx, NMVOC의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천 톤)

에너지
연료연소
비산가스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합계

CO 2
31,019.01
31,019.01
0
840.05
0
0
31,859.07

CH4
846.46
2.46
843.85
0
110.95
10.43
967.865

N 2O
0.39081
0.39081
0
0
0.0134
0
0.40421

NOx
83.805
83.575
0.23
0
0
0
83.805

CO
326.762
326.417
0.345
0.8
0
0
327.562

NMVOC
44.3578
41.978
2.38
4.862
0
0
49.2198

SO 2
22.883
0
22.883
0.003
0
0
22.886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1998).

2)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기오염 모니터링은 7개 대도시(Ashgabat, Abadan, Mary, Turkmenbashi,
Turkmenabat, Dashoguz, Balkanabat)에서 수행되고 있다. 일3회(오전 7시, 오후 1시, 오후 7
시) 축적먼지와 CO, NOx, SO2, 페놀, 포름알데히드, 황산염, 탄화수소, 황화수소, NH3 등의 농
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산업 밀집지역에서는 정기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특히 자동
차로부터의 CO2 배출량 측정에 주력하고 있다. 2000년 831개 오염배출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에서 115개 기관이 허용한계보다 높은 배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282

투르크메니스탄 환경 산업 현황과 한국기업 진출전략 연구

2005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약 1억 톤이며, 이 중 CO2가 60.91%,
CH4가 38.86%, N2O가 0.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2. 온실가스별 배출비율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부문별로는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3.5%(4,891만 5천 톤)로 가장 많
고, 기타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각각 4.5%, 1.6%, 0.4%
를 차지하고 있다. CO2의 배출원은 크게 에너지부문과 산업부문으로 나뉘는데,
CO2 배출량의 약 97%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연료연소 과
정에서 주로 배출됨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연료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CO2 양은 6,744만 톤이다. 연료연소 세부부문별 CO2
배출을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이 가장 많은 39%를 나타내고, 제조업 24.67%, 일반
가정 9.8%, 교통 9.3% 순이다.
한편 석유 정제, 운송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CH4는 2005년 168만 톤이 배출
되었고, 이 중 에너지부문에서의 배출량이 전체 CH4 배출량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CO2가 에너지부문의 연료연소 과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에 비해 CH4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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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스의 추출 및 정제과정에서 비산배출(fugitive emission)의 형태로 배출됨이
또 다른 특징이다.

1) 지역별 대기오염현황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요 산업은 정유, 석유가스 공정, 화학, 에너지, 기계
공업 등이며,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도 다르게 나타난다.
2000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3만5천 톤이며, 석유 산업체가 위치한
Balkan 주의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3.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도시 및 행정구역

자료: State of the Environment, Turkmenist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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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역 내 주요 대기오염 산업체
도시

산업체

Ashgabat

Ashgabat 유리공장
시 공영시설
Abadan 지역발전소
Akhal 항공사

Turkmenbashi

석유가스 산업단지
쿠르비시브스키 석유정제공장

Turkmenabat

화학 및 비료공장
목화가공공장
석유공장 산업단지

Mary

Maryazot
지역발전소 연합체

자료: State of the Environment, Turkmenistan (2003)

표-3. 도시/주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천 톤)

도시

주

도시/주
Ashgabat
Abadan
Turkmenabat
Akhal
Balkan
Dashoguz
Lebap
Mary
합계

1999년
4.4
9.6
7.5
36.8
1,318.2
1.9
15.4
27.5
1,404.3

2000년
4.3
1.6
5.9
60.5
922.2
5.2
11.4
31.1

1,034.7

자료: State of the Environment, Turkmenistan (2003).

Akhal 주는 석유화학, 건설 및 기계 생산이 발달한 Akhal 주의 경우, 석유ㆍ가
스 추출 및 정제과정에서 80% 이상의 탄화수소를 배출하고 있다. Abadan 시 시
멘트공장의 고체물질(축적먼지 포함) 배출비율은 80% 이상이며, Ashgabat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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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는 약 50%의 무수황화물과 황화수소가 배출되고 있다. 수도 Ashgabat 시
의 대기오염 수준은 중간 정도로 SO2, CO, 축적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대기
의 납 성분 함유도, 포름알데히드, 페놀의 연평균 농도 또한 허용한계보다 높다. 연
중 주요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강수량이 감소하는 건기
(7~10월)에 최대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Ashgabat 시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997년 7,100톤에서 2000년 4,260톤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이전과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한 것이다. Abadan 시는 평균 이상의 오염 수준을 나
타내고 있으며, 축적먼지, SO2, NO2 농도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Balkan 주의 수도인 Turkmenbashi 시의 연평균 대기오염 수준은 유
황 부수물 3~4µg/㎥, 유화수소 7µg/㎥, NO2 1.5µg/㎥, 축적먼지 2.5µg/㎥이다.
Turkmenbashi 시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은 카스피 해3) 연안을 중심으로
위치한 석유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다.
Lebap 주의 대기오염은 광업, 화학, 가스 산업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Chardzhou 시의 시멘트공장에서 90% 이상의 불산과 황산이 배출되며, 다량의 황
화수소가 Gaurdak 화학공장으로부터 배출된다. Turkmenabat 시의 대기오염은 몇
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축적먼지, 황화무수화합물, 가용성황산염, CO 농
도가 모두 높은 편이며, 특히 SO2 배출량이 여타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Mary
주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대규모 발전소와 광물비료공장으로, 각각 연간 9,900톤,
2,700톤의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Mary 시의 연평균 축적먼지 농
도는 2.5µg/㎥이며, NOx 1.3µg/㎥, 탄소산화물 1.3µg/㎥이다. 특히 NH3 농도는
허용한계를 초과 (투르크메니스탄 총 NH3 배출량의 50% 이상은 Mary 주에서 발

3) 카스피 해 연안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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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ashoguz 주는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오염물질 배출 또
한 적은 편이다. 주 오염물질은 건설 및 면화 생산에서 발생하는 축적먼지이며, 모
래폭풍 발생 시기에 축적먼지의 농도는 최대허용농도(Maximum Admissible
Concentration, MAC)를 초과하고 있다.

2) 대기오염의 원인

가) 에너지부문 발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복합단지 개발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발전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이
에 따라 2010년까지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
인이다.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압축가스 생산량은 각각 2,800만 톤,
850억 ㎥이며, 2010년에는 4,800만 톤, 1,200억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4.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량 추이(2000~10년)
단위

연도
2000

생산량
수입
수출
국내소비

10억
10억
10억
10억

㎥
㎥
㎥
㎥

47.2
33.6
13.6

생산량
수입
수출
1차정제

백만
백만
백만
백만

톤
톤
톤
톤

7.2
1.7
5.5

2002
2003
천연가스
61.8
67.1
47.5
52.2
14.3
14.9
석유
13.0
19.0
5.3
11
7.7
8

2004

2005

2010

75.4
60.4
15

85.0
70
15

120.0
100
20

22.2
14
8.2

28
16
12

48
33
15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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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추이가 높은 에너지부문 의존도를 보임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생
산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 톤)

년도

CO2

CH4

총 배출량

2002

41,331

1,022

62,793

2005

67,443

1,493

98,796

2010

86,693

2,027

129,260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암모니아 생산 및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도 시멘트 공장 신
규 건설과 화학공업의 생산량 증대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표-6.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 톤)

2002

2005

2010

천연가스 연소

666

1,661

2,871

암모니아 생산

196

615

1,275

시멘트 생산

598

997

1,371

합계

1,460

3,273

5,517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2002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4년 대비 약 1,771만 3,000톤 증가한
6,99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1억 4,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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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총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1994~2010년)
(단위 : 백만 톤)

CO 2

CH4

총 배출량

1994(기준년도)

31.859

0.968

52.187

2000

35.648

1.012

56.900

2002

45.023

1.186

69.900

2005

74.072

1.681

109.400

2010

97.810

2.258

145.200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나) 도시지역의 교통량 증가
연간 약 370,00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배출되고 있
다. Ashgabat, Turkmenbashi, Balkanabat, Mary, Turkmenabat, Dashoguz 등 도
시 지역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44,000대였으며, 수도 Ashgabat은 84,500대로 집계되고 있다.
Ashgabat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0%가 자동차에 의한 것이며, 특히
COx(82%), NOx(36%), 탄화수소(39%)의 배출량이 많다. 납 성분이 함유된 가솔
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다수인 것이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요인이
다. CO의 84%, 납 화합물의 99%, 벤조피렌(발암물질 중 하나) 79%가 교통부문
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 잦은 모래폭풍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한 풍속으로 인해 모래폭풍이 자주 발
생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연간 모래폭풍 발생 일수는 35~67일이며, Karakum 사
막일대의 경우에는 106~113일에 달한다. 1953년 3월 Ashgabat 지역에 1톤/h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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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축적되었으며, 1968년 1월 Turkmenbashi에는 15~30톤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모래폭풍은 축적먼지의 양을 증가시키고 대기 중 유해물질의 확산을 촉
진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라) 오염물질의 국경전이
아프가니스탄 사막, 이란 사막, 아랍 사막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불어오
는 모래폭풍은 오염물질의 월경(越境)현상을 유발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자로,
화학, 금속 등 환경에 유해한 산업체를 보유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변
국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주요 월경 오염물질은
SO2, NO3, NH3 등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들의 유입량은 투르크메니스
탄 국내 배출량보다 몇 배 더 많은 형편이다.

3) 카스피 해 환경 문제

가) 카스피 해 개요 및 오염현황
카스피 해는 대양과 인접하지 않은 거대한 내륙 저수지로,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총 연안 길이는
7,000km이며 투르크메니스탄 해역에 해당하는 구역의 연안 길이는 650km이다.
카스피 해는 철갑상어를 비롯한 각종 해류 및 조류의 서식지이며, 풍부한 탄화수소
원료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르크메니스탄 해역의 천연가
스 및 석유매장량은 각각 4조8천억 ㎥, 석유 30억 톤으로 추정된다. 투르크메니스
탄의 카스피 해 영역은 기타 국가에 비해 깨끗한 편이다. 이는 해안지역 거주 인구
가 적고 강물의 유입이 없으며, 비농업 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0~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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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에 건설된 석유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입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카스피 해의 환경문제는 산업 활동과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이다.
나) 카스피 해 환경오염 원인
카스피 해 오염의 원인은 산업ㆍ생활폐기물의 해양투기, 채굴작업 및 석유 시추
작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파이프라인 및 해상 운송 석유의 유수현상 등이다. 이 중
석유수송 및 석유제품생산 기업으로부터의 오염이 주원인이며, 이들의 기업 활동
은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림-4. 카스피해 연안 주요 오염원

자료: UNEP GRIDA.

(1) 카스피 해 연안 기업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
카스피 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 산업체에는 Turkmenbashi 석유정제공장4) 및 열
병합발전소5), Khazar 화학공장, Garabogazsulfat Industrial Group, Turkmenb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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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port, Gucliduz Works 등이 있다.
(2) 잠재 오염원인 오일 터미널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오일 터미널로부터의 석유 및 석유제품 수송량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해안에 위치한 주요 터미널은 Alaja(Cheleken 반도),
Ekerem(남부), Ufra(Turkmenbashi 만)등이다. 2001년 투르크메니스탄 오일 터미널
수송량은 4백만 톤을 넘어섰으며, 80% 이상의 석유 및 석유제품이 수송되었다.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석유 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잠재 위험성이 존
그림-5. Ekerem 오일 터미널

자료: The Caspian Sea Environment Monitoring, Turkmenistan, 2008.

4) The Turkmenbashi Oil Refining Group of Enterprises (TKNPZ)로서 TKNPZ은 석유 정
제 및 각종 연료, 석유제품 생산 기업으로 Koturdepe, Okarem 유전으로부터 원유를 수급하고
있다. 2005년 원유 수요는 580만 톤에 달하였으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한다.
5) 열병합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590mwt로 6대의 보일러와 3대의 터빈이 작동되며, 압축파이프를 이
용한 냉각시스템이 존재한다. 해수는 압축냉각수 및 증류수 생산을 위해 사용되며, 사용되고 난 해
수는 하수관을 따라 카스피 해로 다시 방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연간 6억884만 ㎥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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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스피 해 환경 프로그램(The Caspian
Environment Program Grant)의 일환으로, 2002~2003년 Turkmenbashi 항구에
200m 길이의 방재와 오일 수집 장치(Oil-collector)를 건설되었다.
(3)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오염
Turkmenbashi 시와 Cheleken 시는 인구가 많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을 보이는 카스피 해 연안 도시이다. Turkmenbashi의 주 하수처리장은 해안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Soymonova 만으로 하수
를 방출하고 있다. 도시의 폐수 방출량은 일 25,000~30,000㎥이나 Turkmenbashi
만 해안에 위치한 4개 펌프장의 처리 용량은 12,000~13,000㎥에 불과하다. 미처
리 폐수는 Turkmenbashi 만 혹은 Soymonova 만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Khazar 시 공공 하수 처리장의 펌프장과 파이프 또한 해양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
해 보수, 교체되어야 한다. Karabogaz 시의 경우, 수자원 공급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수로 인한 오염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 담수
화공장 가동, 공공 부문의 해수 이용 등으로 카스피 해 연안 지역의 오염을 유발시
킬 잠재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4) 대기오염 해결책

투르크메니스탄은 깨끗한 대기질 유지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도시 내 환경오염기업(콘크리트 생산 공장, 가스 장비 공장, 아스팔트 콘크리
트 공장 등)의 퇴출
2) 공장의 생산 설비를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장비들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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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연료를 이용한 발전 장비로 교체
표-8. 대기오염 대안책
대기오염원
자연발생적 먼지

발전소 배출

교통수단 배출

오염물질 국경전이

온실가스

대안
주차구역 및 산림 보호구역 구축
주거지역의 아스팔트화 및 거리 수분 보급
기상학 및 기후적 요인을 고려한 도시건축설계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국제환경표준 적용(ISO 14000)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에 최신식 집진시스템 제공, 설립
건축 중인 발전소의 합리적 설계 및 투자
기술설비 현대화 및 정화설비 교체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제적인 대기오염보호 방법을 통한 효율 증대
해당 책임자의 환경교육 강화
환경문제해결에 참여할 국민, 비영리기관, 대중매체 유치
친환경연료 교통수단으로 전환(압축가스, 액체가스, 무연휘발유 등)
배기가스 저감장치 사용 강화
연료 질, 연료 생산, 연료 제조, 운송,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배기가스 관리시스템의 구축
철도 및 공항 주차구역 개선
도시 내 자동차 통과 구역 도로 구축
시내 및 근교 승객 이동매체에서 전기이동매체로의 전환
오염물질의 국경전이에 대한 관리
국경전이 모델화 조사
현대 에너지기술 도입으로 발전소 재건설 및 현대화
최신식 가스터빈엔진 도입
석유가스 채취 및 정제 시 엄격한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단계적으로
새로운 국가 정책 및 분야별 표준 규정
석유 채취 시 배출되는 가스의 완전한 사용
산업기관의 에너지소비 절약제품 사용
재생에너지의 이용
친환경연료 사용방법 개발
대도시 난방 분산화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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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개선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1999년에 발표된
‘투르크메니스탄 사회경제적 재건 전략 2010’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다. 환경보
호 국가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대기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카스피 해 오염 방지책6)과 관련해서는, 카스피 해 환경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석유 생산물 녹색화(the greening of the oil production)’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탈염, 수자원재활용, 하수설비 및 폐수처리 기반 조성,
Soimonova 만의 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일랜드 회사
인 Emerol사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Turkmenbashi의 석유제품을 대가로 환경
관리 및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말 Emerol사는 2만 톤의 석유폐기물
카스피 해 유출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해폐기물을 포함한 Turkmenbashi의
폐수 배출이 1,60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수질환경

1) 수자원 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자원 중추는 AmuDarya강7)이다. 유형별로 이용 가능한 수

6)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 해 환경
악화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카스피 해 환경프로그램(CEP)’을 수립 (1998년)
하여 CEP는 GEF, UNDP, UNEP,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추진되며, 동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Programme Coordination Unit(PCU)과 10개의 지역 센터(국별 2개) 설립하였다.
1998~2002년간 CEP는 다음과 같은 관리체제를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TDA)/ National Caspian Action Plans(NCAPs)/ Strategic Action
Programme(SAP)/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BSAP)/ Priority Investment
Portfolio Project(PIPP). 그동안 지역별 생물 다양성 데이터베이스 및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어업생태관리, 오염방지, 해안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7) AmuDarya 강은 타지키스탄 Pamir, Tien-Shan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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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수자원 공급 현황

자료: Water in Turkmenistan by Ivan Stanchin and Zvi Lerman.

그림-7. AmuDarya강과 Karakum운하

자료: FAO.

스탄 접경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 남동쪽으로 흐른다. 이 강은 북동쪽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을
형성하며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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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AmuDarya 강이 8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자원 공급에 있어 지하수가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며, 총
지하수 보유량도 3.4㎦에 불과하다.
AmuDarya 강은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약에 의해 각 나라마다 수자원이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배분된 AmuDarya 강 수자원
이용 가능량은 220억 ㎥으로, 이는 AmuDarya 강 연간 총 유량의 약 36%에 해당
하는 양이다.
표-9.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AmuDarya강 이용 가능량
(단위 : 백만 ㎥)

최대 추출량

비율

키르기스스탄

400

0.6

타지키스탄

9,500

15.4

투르크메니스탄

22,000

35.8

우즈베키스탄

29,600

48.2

합계

61,500

100.0

자료: Water in Turkmenistan by Ivan Stanchin and Zvi Lerman.

AmuDarya 강과 연결된 세계 최장 인공수로 Karakum 운하는 연간 10~12㎦의
물을 AmuDarya 강으로부터 취하여 1백만ha 이상의 관개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
다. Karakum 운하의 총 길이는 1,300km로, 연평균 수자원 추출량은 12~13㎦이
며, 최대 소비량은 600~650㎥/s 이다.
AmuDarya 강 외에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강에는 Murgab, Tedjen, Atrek
강이 있다. Murgab 강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으로, 평균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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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5,100만 ㎥, 최대 소비량은 55.1㎥/s이다. Murgab 강의 서쪽에 위치한
Tedjen강의 평균 유량은 10억 6,600만 ㎥이며 최대 소비량은 33.8㎥/s 이다.
150km 길이의 Atrek 강의 15%는 이란 영토와 Sumbar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평
균 유량은 2억 9,230만 ㎥이며, 소비량은 8.37㎥/s이다.
표-10. 주요 강들의 수자원 이용가능량
(단위 : 백만 ㎥)

강

이용가능량

Amudarya

22,000

Murgab

1,050

Tedjen

230

Atrek

70

기타

70

합계

23,420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2) 수자원 부족현상과 문제점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 수자원이용량은 지표수 260억 ㎥, 지하수 5억 ㎥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Amudarya, Murgab, Tejen, Etrek 강의 수자원 추출량
증가 및 급격한 인구 증가로 수자원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수자원 공급망
의 낮은 효율성과 담수화설비 부족, AmuDarya, Murgab강 오염, 주변 국가로부터
강물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수 수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 원칙 및 급수 표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하담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연간 1인당 평균 수자원 이용가능량은
지난 35년간 5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2,134㎥로 줄어들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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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표-11. 연간 1인당 수자원 이용가능량
(단위 : ㎥)

1990
연간 1인당 수자원
이용가능량

1992

6,464 6,007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5,796 5,594 5,197.4 4,086 4,571 4,234

자료: UNEP Environment Knowledge Hub.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표수 이용효율성 확대, 신규 저수지 건설, 상
수도 시스템 설비 개선 등의 대안 실행이 요구된다.

가) 높은 관개용수 사용비율
전체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약 90%는 토지관개에 소비된다. 농업 생산량 증가에
발맞추어, 저장 및 관개용 수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평균 35억 ㎥ 용량의 관개저수
표-12. 부문별 수자원 소비량(2000~2010년)
(단위 : 백만 ㎥)

소비주체

2000

2005

2010(예상)

공공부문 (생활상수)

433.1

934

1,353

관개

17,218

17,592

17,555

축산업

62

72

82

산업

532

585

612

범람장치

58

76

98

합계

18,303

19,259

19,700

운하 및 저수지 손실 포함 합계

25,260

25,400

25,500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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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6개를 신설하였다. 주요 저수지로는 Karakum 운하에 위치한 Hauzhanskoye,
Kopetdangskoye, Zeidskoe 저수지와 Murgab 강의 Saruyazunskoye 저수지가 있다.
관개시스템의 낮은 효율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효 수자원의 약
90%는 농업부문에 이용되며, 강에서 추출된 물은 1,2,3차 용수로를 거쳐 각 농지
로 전달된다. 이상의 과정은 모두 오픈된 상태(open-air)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증발, 여과 등의 수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1970~2008년 관개면적은 3.5배 이
상 증가한 반면, 농업부문의 수자원 이용량은 70% 증가에 그치고 있다. 관개지
1ha당 수자원 이용량은 같은 기간 15,000㎥에서 7,500㎥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 1970년 이래로 AmuDarya 및 기타 강으로부터의 수자원 추출량이 증가하였
으나, 누수율 또한 1970~80년대 20% 수준에서 2000년 30%로 증가하여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표-13. 수자원 추출량과 사용량(1970~2004년)

단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자원추출량

이용량

백만 ㎥
12,738
18,497
20,990
24,380
22,435
27,608
24,917
24,223
27,153
26,673
27,958

백만 ㎥
10,276
15,717
17,536
21,316
19,800
20,695
17,430
15,834
19,128
19,638
19,251

농업부문
수자원이용 비율
%
98.2
92.0
94.5
89.8
87.7
91.3
89.7
89.2
29.9
89.6
88.8

자료: Water in Turkmenistan by Ivan Stanchin and Zvi L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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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지 1ha당
수자원이용량
천㎥
15.1
16.9
17.6
17.0
14.0
10.9
8.7
7.7
9.4
9.5
7.6

누수율
%
19.3
21.8
21.0
12.6
22.6
25.0
30.0
34.6
29.6
26.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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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시스템 상의 누수로 인해, 수자원 추출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2004년 실제 물 이용량은 1970년 대비 90%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
개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와 인프라 설비 낙후 등 수자원 관리 비효율성을 개선하려
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나) 불균등한 수자원 분포 및 수자원 공급 지역격차 존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지표수는 동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나머지 지역은 지표
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식수로 이용되는 지하담수8)는 대부분 Akhal주에 위
치한 Kopetdag의 산록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Mary, Dashoguz주의 지
하수 보유량은 매우 적어, 불균등한 수자원 분포를 나타낸다.
표-14. 지역별 식수 수자원 소비량(2000년)
(단위 : 백만 ㎥)

Ashgabat 시
Akhal 주
Balkan 주
Dashoguz 주
Lebap 주
Mary 주
합계

총 소비량
153.7
77.1
37.9
18.7
86.8
58.9
433.1

지하수 소비량
123.7
77.1
10.5
18.2
3.4
5.2
238.1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서부지역의 부족한 수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2002년 발칸 지류로부터의 수자
원 공급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이슬람발전은행(사우디아라비아)과 조약을 체결하

8) 투르크메니스탄의 식수는 보다 안전한 지하담수를 사용한다. 지표수의 화학적 구성이 지하수보다 우
수한 경우에도 지하수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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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기획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Balkan주에 강물 염분 제
거와 야스한스키 지류로부터의 지하담수 규모를 확대하여 식수를 확보하는 계획과
Dashoguz주에 20만 ㎥/일의 중앙 상수도시스템 건설, 운하 부근 지하담수 유입량
을 1.5g/l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도시 지역의 식수 연결비율은 86.4%로 비교적 높으나, Akhal
주를 제외한 기타 주의 지방 식수 공급률은 42.1%로 매우 낮다. 현재 중앙 상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Balkanabat, Turkmenbashi, Khazar, 제벨, 고투르데
브, 장그, 우프르 등이다. 나머지 소규모 마을에서는 우물, 샘 등을 통해 식수를 조
달하며, 사막지대에서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9)
지표수 및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카스피 해 연안의 식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장거리 수자원 공급은 카스피 해의 염분제거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kerem 마을에서는 국영기업 “투르크네프찌”가 1,400㎥/일의 담수화설비를 가동
하여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Karabogaz의 수자원 공급은 트럭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기업 UNIHA는 Karabogaz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
일일 500㎥(산업용 350㎥, 식수용 150㎥) 규모의 담수화설비를 구축 중이다.
3) 수질오염 현황
수자원 공급 문제와 더불어 폐수 방출로 인한 수질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
두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총 폐수 및 하수10) 방출량은 8.74㎦이며, 이 중

9) 일례로 Dashoguz 주의 596개 마을 중 식수가 공급되는 마을은 486개뿐이다. 더구나 동 지역의
지하담수는 관개운하를 따라 0.5~3m 깊이에 위치하고 있어, 1.5g/l의 미네랄 수치와 높은 염도를
보이고 있다.
10) 하수의 질에 관한 사항은 다음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GOST 17.1.3.04-82 “Protection of
nature. Hydrospher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surface and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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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상의 오폐수가 하천 및 기타 수원지로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가) 하천오염
투르크메니스탄 하천의 광물함유량은 400~1000mg/l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광물함유량은 강물의 유산염성 및 염화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토양의 염분화 현상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
다음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AmuDarya 강의 화학적 구성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산맥에서 형성되며, 오염된 상태로 투르크메니스탄 영내로 유입하고
있다. 건기에는 AmuDarya 강의 광물함유량이 상승해, 최대 2,200mg/l(다르가나트
지류의 경우)를 기록하며, 하류 지역의 하수 포함비율은 25~30%를 나타낸다.
Murgab 강의 오염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욜로탄 시에서 마라 시까지
일부 지역은 수질 악화 현상을 보인다. 염화이온과, 나트륨ㆍ칼륨이온, 메탄 수치
가 높게 나타난다. Karakum 운하의 화학적 구성은 AmuDarya 강과 유사하며, 전
체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Mary, Tedjen 등의 산업지
구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폐수와 하수 방출로 인해 Karakum 운하의 수질은 점점 악
화되고 있다. Ashgabat 시에서 추출된 Karakum 운하 표본의 염도는 봄, 여름(건
기)의 경우 1,690mg/l를 기록한다. Tedjen 강의 오염도는 Murgab 강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인 화합물, 철, 염화이온 수치를 보인다.
주요 강들의 오염 원인은 주변지역으로부터의 폐수 유입, 저수지 및 운하의 부

water from pollution by pesticides”. GOST 17.1.3.05-82 “Protection of nature.
Hydrospher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surface and ground water
from pollution by petroleum”. GOST 17.1.3.11-84 “Protection of nature.
Hydrospher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surface and ground water
from pollution by mineral fertiliz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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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주요 강들의 수질(2000년)
(단위 : mg/l)

AmuDarya
표본추출 아타무라 다르가나
지점
트 지류 트 지류
수질지수
7.8
7.7
부유물질 1,630
1,349
HCO3170
173
SO43298
334
Cl155
184
Ca2+
82
81
Mg2+
43
62
Na+, K+
133
149
NH4
0.32
0.07
NO2
0.020
0.010
NO3
1.82
1.66
인화합물
0.02
0.03
철
0.58
0.32
석유
0.04
0.04
합성제품
0.02
0.03
페놀
0.010
0.020

Murgab
사르이
야즈이
7.8
232
219
297
324
66
60
360
3.84
0.020
1.41
0.09
0.37
0.09
0.02
0.006

Karakum
408km

776km

837km 851km

7.8
679
169
190
122
71
39
76
3.78
0.030
1.3
0.05
0.68
0.17
0.02
0.010

8.0
397
129
180
101
59
30
75
0.22
0.010
2.4
0.02
0.46
0.05
0.01
0.004

7.9
509
128
168
93
49
39
57
0.23
0.020
2.1
0.06
0.37
0.03
0.02
0.001

7.9
189
123
160
112
54
36
69
0.28
0.020
2.4
0.01
0.20
0.03
0.01
0

Tedjen
카르이벤
트댐
8.1
369
126
283
184
66
48
138
3.36
0.020
0.82
0.07
0.75
0.02
0.02
0.030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표-16. 주요 강들의 수질오염 원인
원인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유입
지역 세균상황 일시적 악화
주변 주거지역 운하 부재
강 주변 동식물농장의 위생기준 비준거
저수지 부재
주변의 산업기관
생활 폐기물 퇴적
배수
강수 범람 시 침식작용

AmuDarya
+
+
+
+
+
-

Murgab Tedjen Etrek
+
+
+
+
+
+
+
+
+
+
+
+
+
+
+
+
+
+
+
+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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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정폐기물, 관개시스템 악화와 화학비료, 농약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임
을 알 수 있다.
나) 관개운하 오염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관개운하에는 가자바트, 샤바트, 클르이치바이, 하냐브,
주마바이사카, 투르크멘데리야 운하 등이 있다. 샤바트, 가자바트, 클르이치바이 운
하는 우즈베키스탄 영내 AmuDarya 강에서 시작된다. 하냐브, 투르크멘데리야 운하
는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내 AmuDarya 강과 튜야무윤스키 저수지에서 발원한다.
표-17. 주요 운하의 오염도
(단위 : g/l, mmol/dm3)

운하 명

광물성분 (g/l)

샤바트

1.06~2.07

가자바트

1.2~1.9

클르이치바이

1~2

하냐브

0.9~2.1

허용한계

경수도 (mmol/d㎥)

허용한계

8.8~17.6
1~1.5

10~16
10~18

7~10

8~18.6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운하 대부분이 경수도 허용한계를 초과하고 있으며, 광물 함유도 면에서는 샤바
트 운하와 하냐브 운하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개운하들은
높은 석회질, 황산염, 페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고염분 및 유기물질이 용해된 배
수는 지하수 오염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4) 수질오염 대책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질오염의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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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수질오염 대책
주요 이슈

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배수관 보수 및 신규 배수관 건설
우즈베키스탄 접경지역의 배수관 폐수 방출량 제한
수중지질학 조건을 고려한 배수관 재건설
국경 배수지역 지하수 수위 하강을 위한 프로젝트

이중염화

토양 이중염화 방지를 위한 농업기술 및 농업개량 사업
농업 생산 완성시스템 실행 방안 시행
녹지화, 아랄 해 건조화 중단, 아랄 해 부근 모래연무질 침전 중단을 위한 공
동프로젝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래연무질 침전 개선작업
오아시스 부근 모래 토양 비옥화를 위한 배수 관리
Turkmen Lake로 배수 유입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의 Amu
Darya강 유입 중단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수자원 보호 구역에 대한 정책 실현
도시 및 주요 거주 지역에 정화시스템 건설
소규모 공업 및 농업용수의 관개운하 배출 감소
광화작용 및 화학작용 표준 및 규정에 맞는 사업 실현

식수 오염

지하담수 근원지의 위생보호구역 지정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위원회가 지정한 지하 수원지 탐사의 엄격한 관리
도시 및 마을의 상수도시스템 개보수
지하담수원 탐사 재개, 음용수 기준에 따른 식수 수질 점검

담수부족

지하담수원 부근 운하 건축
지하담수의 재평가
염화수 보유량 조사 및 식수 수급을 위한 담수화공장 건축
가로형 급수장치 건설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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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양환경

1) 토양오염 현황

투르크메니스탄 토양의 80%는 모래 지형으로 퇴화가 진행되기 쉬운 토양 구조
이다. 이 중, 강한 퇴화가 일어난 면적은 29만 7,000ha이며, 중간 퇴화 발생 면적
은 21만 4,000ha, 약한 퇴화 발생 면적은 25만 3,000ha이다.
표-19. 투르크메니스탄 토지 퇴화 현황
주요 토지 퇴화지역

면적

강한 퇴화 지역

297,000㏊

중간 퇴화 지역

214,000㏊

약한 퇴화 지역

253,000㏊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국토의 446㎦이 토양 퇴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관개지의 염화, 풍식작용 및 침식작용, 산업화에 의한 사막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가) 토지염화11) 가속화
투르크메니스탄 관개용수에 포함된 염분은 관개지 염화를 초래한다. 또한 배수
시설 미비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은 염화 지하수의 토양 흡수를 야기해 이중염
화를 유발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랄 부근 관개지의

11) 일반적으로 토지염화 현상은 지표면으로부터 2~3m내에 지하수가 위치해 있으며, 배수시설이 확
충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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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이상은 심각한 염화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지하수가 근접해 있는 36%의 관
개지는 이중염화 및 침식작용 발생하고 있다. 전체 토지면적 중 염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24%에 불과하며, 425.5만ha에 달하는 면적이 평균이상의 염도를 나
타내고 있다. 반면 화학비료 사용12)으로 인한 토지 오염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림-8. 염화 수준에 따른 토지 분류

자료: State of the Environment, Turkmenistan (2003).

나) 산업ㆍ교통 발달 지역 토지퇴화
Karakum 중앙지역 및 석유추출이 활발한 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퇴화 현
상 발생하고 있다. 산업지역 토지퇴화의 주원인은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및
AmuDarya강 부근, 기타 석유가스 매장지역의 개간 작업과 파이프라인 건설, 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주요인이다. 교통수단 증가 또한 대규모의 모래사막 연화를 초

12)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1980~1990년대 면화, 쌀, 야채 및 기타 작물 재배에 다량의 살충제 및 제
초제가 사용되었다. 독립 이후, 화학물질 사용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5~2001년간 2.9배
감소하였으며, 화학 처리 토지면적 또한 4배 줄어들었다. 2001년 화학 처리된 토지면적은
194,400ha이며, 이 중 62%는 Akhal주에 위치하고 있다. Mary, Lebap주의 화학비료 사용량
은 각각 1.27㎏/ha, 1.08㎏/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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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고 있는다. 도시 및 마을 건설을 위한 개간과정에서도 모래표면이 노출되며,
모래구멍이 생성되어 토지 재경작을 필요로 한다.

2) 토양오염의 원인

가) 관개면적 대비 배수시스템 부족으로 토양염화 야기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개면적은 1970년 60만ha에서 2004년 200만ha로 확대되었
다. 그러나 이에 비해 배수 네트워크 설비 증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2000~04년 관개지는 26% 증가한 반면, 배수 네트워크는 7% 증대에 그쳤다. 네트
워크 밀집도 또한 1ha당 19m에서 16m로 15%가량 감소하여, 권장수준인 45m 대
비 현재 배수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40% 미만이다.
표-20. 관개지 배수 네트워크의 효율성
2000

2004

2004/2000

관개지 (천ha)

1,794

2,260

+26%

네트워크 길이 (km)

34,444

36,981

+7%

효율성

43%

37%

자료: Water in Turkmenistan by Ivan Stanchin and Zvi Lerman.

배수 시스템의 미비는 심각한 토양오염을 야기한다. 관개지역 지하수의 14%는
수질 위험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1,650ha의 관개지(73%)에서 염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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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배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피해
ha

비율

지하수 수위가 위험수준에 이른 지역

315

14%

부적절한 배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539

24%

염화 토양 면적

1,650

73%

고 염분화

225

10%

중 염분화

976

43%

자료: Water in Turkmenistan by Ivan Stanchin and Zvi Lerman.

나) 아랄 해 바닥으로부터의 염분 유입
아랄 해의 해수면 감소에 따라 지표로 노출된 바닥으로부터 연간 600,000톤의
연무질이 유입되고 있다. 이 중 70% 이상은 관개지로 유입되어, 아랄 해 부근
Dashoguz 주 및 Lebap 주의 토지 염화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폐기물 환경

1) 폐기물 발생 현황

가) 가정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경제활동 및 소비 증가와 사회경제 부문의 발전으로 가정ㆍ산업폐기물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연간 가정 및 산업폐기물 발생
량은 약 7백만 톤이다. 1인당 가정폐기물 발생량은 연 150~230kg에 달하며, 공공
부문(상점, 식당, 병원, 학교 등)의 폐기물을 합산하면, 동 수치는 30~50% 더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가정폐기물은 먼지,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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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업, 광업, 석유정제업 등으로부터의 산업폐기물 발생
석유 및 가스 생산은 다량의 폐기물 축적의 원인이 되며, 이들 폐기물은 때때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 한다. 예를 들면, Gaurdak 유황공장 부
근 폐기물 축적량은 3,500만 톤으로, 매년 80~100만 톤의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
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석유,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위 산업분야에서는 요오드, 브롬 추출에 이용되는 탈륨흡착제와 같은 유해폐기
물의 지하수 축적 현상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Cheleken
화학공장의 평균 탈륨 폐기물 발생량은 162g/t으로, 이는 허용 한계인 1.7g/t을 훨
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2004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량은
1,062.6톤이었으며, 그 중 763.7톤은 위험수준 3등급으로 분류되는 유독성분을 포
함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은 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약품과 병원성 폐기물 등으로,
현재 보관, 매립, 투기된 유해폐기물 축적량은 32,300톤에 달한다. 이 중 93%는
Balkan주에 집중되어 있다.
라) 방사능폐기물
방사능폐기물은 Khazar 화학공장, Balkanabat 요오드-브롬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Khazar 화학공장13)의 방사능폐기물 발생량은 18,000톤이며, Balkanabat 공

13) 1930~1970년대까지 Khazar시 북부에 위치한 Khazar 화학공장에서는 탄소흡착법(carbon-absorption method)을 이용해 요오드를 추출하였다. 이는 지하수의 라듐 축적을 야기했으며, 공정
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토양이나 바다로 방출되었다. 방사능폐기물은 해안에서 100여 미터 떨
어진 지점에 저장되며, 이는 해안 지역의 오염을 가속화하였다. Khazar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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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5,000톤이다.

2)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는 도시, 지방 정부의 도시 서비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
보호부(The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는 폐기물 처리 장소 인가 등을 담당한
다. 현재 주요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이다. 이에 따라 85% 이상의 가정, 산업폐
기물은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표-22. 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
(단위 : 천 톤)

Ashgabat
Mary
Chardjou
Turkmenbashi
Dashoguz
Nebitdag
Cheleken
도시 합계
Akhal
Mary
Lebap
Dashoguz
Balkan
주 합계

인구 (명)
520,900
107,200
175,500
83,100
143,800
109,000
13,000
1,152,500
280,000
256,000
398,700
302,000
314,000
1,550,700

폐기물발생량
111.035
22.8507
37.4095
17.7136
30.6524
23.23444
2.771080
245.67302
59.6848
54.56896
84.986892
64.37342
66.93224
330.5471

매립량
94.38
19.423095
31.798075
15.05656
26.05454
19.75
6.527
208.822
50.732
46.3836
72.2387
54.718
56.892
280.965

자료: State of the Environment, Turkmenistan (2003).

요 오염물질은 목재 545㎥, 시멘트 400㎥, 오염된 탄소흡수제 18,000톤, 탄소흡수제 420톤, 탈
륨 200g/t, 카드뮴을 포함한 2,500~4,000mcR/hr의 방사능폐기물 등이다.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역주민 보호와 카스피 해 오염방지를 위해 이를 매립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지는 2008년 해안에서 14km 떨어진 섬의 최심부에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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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에는 현재 4곳의 유해폐기물 매립지가 존재하며, 각각 Mary,
Dashoguz, Akhal, Lebap 주에 위치하고 있다. Ashgabat 부근 Anew지역에는 방
사능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수 매립지(Special Point for Radioactive Waste Burial,
SPRWB)가 존재하며, 이곳에 축적되는 연간 폐기물량은 규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
고 있다. Ashgabat 시의 석유 폐기물매립지는 이용이 중지되었으며, 신규 폐기물
처리장은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재 새로운 유해폐기물 매립지 건설 중이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Cheleken peninsula에 방사능폐기물 매립을 위한 건물이 건설 완료되
었다. Khazar 화학공장은 510억TMM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해폐기물 매립지를 건
설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폐기물 관리 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현대식 시스템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다. 유해폐기물 저장을 위한 특수 보관소나 매립지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대부분
의 기업은 유해폐기물을 일반 가정, 산업폐기물 배출 장소에 함께 배출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환경조직 및 법ㆍ규제 현황
가. 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조직

자연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자연보호부(The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이다. 자연보호부는 환경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부서,협 회,
기업, 기관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313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그림-9. 투르크메니스탄 자연보호부 조직도

자료: The Mintistry of Nature Protection of Turkmenistan (2008).

수자원 보호와 관리는 자연보호부가 담당하며, 수자원경제부(The Ministry of
Water Economy)는 합리적인 수자원의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보건부(The
Ministy of Public Health)는 국민 건강과 위생에 관한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14)

나. 법ㆍ규제 현황
1) 환경관련 법ㆍ규제 현황

구소련 연방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한 법률적
14) 자연보호부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다음 부서들은 환경 관련 정부 기관의 활동을 관장하
며, 환경보호, 공공보건, 야생 및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한다. Ministry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Industry/ Ministry of Water Economy/ State Committee
for Land Use, Land Management and Land Reform/ State Committee of the
Fishing Industry/ Main State Inspection on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Occupational Safety of Turkmenistan/ State Corporation “Turkmen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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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환경관련 주요 법령1)
주요 법령

제정년도

The Land Code of Turkmenistan

1990

The Law on Strengthening of the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Violations

1991

The Law on Natural Protection

1991

The Law on Entrails

1992

The Sanitary Code of Turkmenistan

1992

The Law on State Especial Protected Natural Territories

1992

The Law on Protection and Rational Use of Flora

1993

The Law on Hydrocarbon Resources

1993

The Forest Code of Turkmenistan

1993

The Law on Ecological Examination

1995

The Law on Protection of Atmospheric Air

1996

The Law on Protection and Rational Use of Fauna

1997

주요 대통령령
No.385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bout Measures to Introduce
1992
Biological Refining Method for Channels of Water Conservation Network”
No.1092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bout the Tax for Usage of
1991
Entrails”
No.94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bout Provision of Lands for
1991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Use”
No.304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bout Measures for Radical
1991
Improvement of Ecological Conditions in Region of the Caspian sea”
자료: State of the Environment, Turkmenistan (1998).

기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자연보존 및 합리적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법률은 ‘자연보존법(Law on Nature Conservation)’으로, 동 법은 환경 척도
와 규범, 경제 및 기타 활동 시의 환경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기타
자연보존을 위한 법률적 기초 수립이 진행 중이다. 2005년 토지법(Code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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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질법(Code on Water)이 적용되었으며, 어업, 폐기물, 토양보존에 관한 법률
초안이 준비 단계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관련 주요 법령 및 대통령령은 다
음과 같다.
다른 한편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유해폐기물 관리, 오존층 관리, 기후변화, 야
생, 사막화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표-24.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국제협약
국제협약

비준년도

Basel Convention on the Protoc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96

1. 유해폐기물 관리

2. 오존층 관리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1993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93

3. 기후변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the Climate Change

1995

Kyoto Protocol

1998

4. 야생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6

5. 사막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aught and/or Desertification

1996

6. 환경관리 일반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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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시장 현황
가. 환경시장과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경제발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992년 ‘Law of
Turkmenistan on Foreign Investment in Turkmenistan’과 ‘Law of Turkmenistan
on Investment Activities in Turkmenistan’을 제정하였다. Law of Turkmenistan
on Foreign Investment in Turkmenistan의 목적은 투르크메니스탄 영내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한 법적ㆍ경제적ㆍ구조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장경제 발전을 위
한 선진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물적ㆍ재정적 자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
르크메니스탄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소유주 회사의 설립, 현지 기업 인수, 지분
참여, 동산ㆍ부동산 인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동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 특혜, 투자원금 및 수익의 법적 보호,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
전이 및 피해보상 청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Law of Turkmenistan on Investment Activities in Turkmenistan은 투르크메니
스탄 영내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의 권리, 이익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동
법은 비공정거래 및 독과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내 투자활동은 위생ㆍ환경ㆍ안전규제를 준수하여야 하
며, 그렇지 못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적 환경 마
련에도 불구, 2006년까지 Sapamurat Turkmenbashi 대통령의 강력한 독재정치 및
폐쇄정책으로 인해 석유, 가스개발 부문을 제외한 對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 투자는
미진한 상태이다. Sapamurat Turkmenbashi 대통령 사망 이후,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 및 수출입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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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장기 국가발전 계획인 ‘2020년까지의 경제, 정치,
문화 발전 전략(Strate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the Period till 2020)’ 을 통해 1인당 GDP를 2020년까지 66.8
백만 마나트(30,0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려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야심 찬 계
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는 2008년 3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
서의 우호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한데
이어 8월에는 석유자원법(Petroleum Law)을 개정하여 탐사 및 채굴허가, 조세, 회
계,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중환율시스템
의 폐지와 단일 환율제도의 도입(2008년 5월), 신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의 명시적
선언(2008년 9월), 화폐개혁 실시(2009년 1월) 등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외국
인 투자자에게 보내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베르디무하메
도프가 200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추가적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지속적 발전과 국제공조에 있어 에너지 안전 운송과 그 역할’에 대한 제안과 카스
피해 가스, 유전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 유치에 대한 공언은 외국인 투
자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다(이종문, 2009: 218-219).
2007년 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0년 1억 3,100만 달러 대비 약 6배 이
상 증가한 8억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표-16.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외국인투자액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131

170

276

226

354

418

804

자료: UNCTA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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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07년 10월 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르크메니스탄 내 회
사 설립 및 소유, 장기 토지임대가 보다 용이해졌으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신
규 외국인투자법이 2008년 3월 공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확대와 카스피 해 연안 Turkmenbashi 일대 관광산업 진흥을 위
한 정책의 일환이다.

1)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환경 투자

역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부문 투자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자원 개발과 오염방지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는 사업초기인 2001~
2010년에 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지하수 보유량이 적은 Dashoguz, Mary 주와
수도가 위치한 Akhal 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국내 자금은 국가예산 및 환경보호 국가 기금,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와 각종 환경관련 세제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환경보호 정책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 마련을 위해 1996년 4월 15일 ‘환경보호 국가 기금에 관한 대통령령 No
2570’이 발효되었다.
환경부문 투자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2년 채택된 ‘환경보호
에 관한 국가전략 2010’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한 전략
2020’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 수자원(관개용수, 표층수와 지하수의 오염)
- 토지자원
- 대기오염과 오존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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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부터의 오염
- 생물종 보전
-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
- 투르크메니스탄 북쪽 아랄 해 인근 생태환경 파괴 문제
대통령령 NEAP(National Environmental Action Plan of Saparmurat
Turkmenbashi, President of Turkmenistan)은 주요 산업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환경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표-26. NEAP 대통령령의 환경 관련 주요 사항
산업분야
원유 및 가스 채굴과
전송
원유정제 및
유관제품의 보관
전력생산
산업
교통

환경 분야와 관련된 제안
원유 채굴시 유정가스의 이용
고성능 원유 및 가스 채굴장비의 도입
천연가스의 정제와 전송을 위한 고효율장비 도입
신 정제기술의 도입
원유 정제 및 제품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유 손실 극소화
신기술 터빈장치(GTP)로의 교체
증기 및 가스플랜트(SGP)의 전력 생산 장치 개선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재건
화학, 건축자재 생산 효율성 극대화
현대적 운송 수단 도입
교통의 전력화(전기화)

자료: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2006).

2) 국제협력 및 국제원조

투르크메니스탄은 GEF, UNEF, UNDP, WWF, TACIS,15) GTZ,16) 아시아개
발은행 등 국제기관과 환경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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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관리 및 생물자원보호 관련 협력이 주를 이루며, 중앙아시아 지역차원의 협력
으로는 오염물질의 월경문제에 관한 협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림-10. 투르크메니스탄 환경협력 현황
(단위 : 개수)

자료: EECCA Partnership Database (2007).

투르크메니스탄 환경보호 관련 국제원조 및 ODA(공적개발원조) 역시 환경정책
수립 및 관리역량 강화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동유럽 및 CIS국가 지원프로그램.
10)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321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5. 환경 산업 분야 진출 전략
이상에서 살펴 본 사항들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환경 관련 산
업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유생산시설 인프라 보수 및 신규 시설 건설 사업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구조는 석유화학 및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주요 원
유시설은 키스피안 해에 위치. 최대 화학공장은 Chardjou에 위치하고있음). 앞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오염 심화지역은 Ashgabat, Abadan(Byuzmeyin),
Chardojou의 도시들이며 이들 지역에 주요 오염생산시설이 산재해 있다. 이들 시
설에 대한 보수와 신규 대체시설 투자는 유망하다.

나.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및 집진 설비 투자 사업

주도 Ashgabat의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Ashgabat의 주요 오염성분은
Lead, NO2, Benzapyrene, CO2, Hydrocarbon 등이다. 공항/화학공장 지역의 오염
이 심하나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증가가 큰 오염 원인인 것이 사실이다. 자
동차 오염 저감을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동차의 천연가스 사용량을 증가
시키며,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려는(13%감축) 노력 진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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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래 폭풍 방지를 위한 조림 시설 확충 사업

Amu Darya 강 상류지역에서 오는 ‘Afganetz’ 바람(년간 35일), 중앙 Karamum
사막은 모래 폭풍에 연 146일 동안 노출되어 있다. 또한 토양의 염분화 방지를 위
하여서도 조림사업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 농업관개시설 확충 사업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소비의 90%가 관개시설과 농
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공업 8%, 가정 1.5%). 관계시설의 총 길이는 39,000km
에 달하고, 동 관계시설은 Amu Darya, Murgab와 Tedgen강을 주 수원으로 사용
하고 있다. 동 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관개시설 건설 사업에 진출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마. 상수도 네트워크 확충 사업

투르크메니스탄 총 인구의 약 70%만이 중앙 물 공급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를
받으며, 공급된 물의 위생도 음용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Test 샘플
중 34.1%에서 미생물 발견, 27.31%에서 화학물질 발견). 총 107개 파이프는 표층
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대표적 공급원은 Amu Darya강, Karakum 운하,
Murgap 강, Tedjen 강이나, 운송거리가 멀어 운송도 중 수질 악화 발생과 네트워
크 추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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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수도보호구역 정책 제안 및 위생장비 시설 도입 사업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표층수를 활용한 음용수의 대부분이 기준 미달인
실정이다. 이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정책 오류에 기
인한다. 따라서 수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관리교육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력
사업이 절실하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188개 파이프라인 중 103개도 위생기준
미달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하수 보호 기준 마련, 위생 장비 설비 도입 사업도 유
망하다.

사. 홍수 및 해수면 상승 대응 시스템 도입 사업

카스피 해의 해수면 상승으로 주변 도시(Cheleken, Karakul) 침수 현상 발생하
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주변 원유 및 가스 저장소, 석유시추단지, 석유화학 단지,
기타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줌으로 에너지 산업 발전에 국가의 기조를 두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 Desalination 시스템 구축 사업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강인 Amu Darya강의 무기화(Mineralization)가 증가하
고 염분함유(Darganata 지역 997mg/l, Turkmenabat 734mg/l))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Karakum 강도 전체 유역의 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류 지역의 염도
는 762mg/l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24

투르크메니스탄 환경 산업 현황과 한국기업 진출전략 연구

자. 하/폐수 종말처리장 시설 및 관거시스템 확충 사업

Amu Darya강 주변의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로 인하여 식수와 농업관
계에 활용되는 수자원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주변 하수/폐수 종말
처리장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수거자에 의한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해
하수관거 확충이 필요하다.

325

중앙아시아 _ 경제ᆞ에너지ᆞ환경

참고 문헌
김원회, 2009, ｢투르크메니스탄 환경 산업 현황과 한국기업 진출전략 연구｣. 한국슬라브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양대 아태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 1-19.
이종문. 2009,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개발 전략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중소연구 33-1,
pp. 189-221.
McCauley, D., 2005, Environmental Management in Independent Central Asia.
, 2005, Ecological Monitoring of the Caspian Sea Turkmenistan,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 of Turkmenistan.
, 2006,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urkmenistan under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 of
Turkmenistan.
, 2005, Protocol of the 2nd National Workshop on CACILM, Ashgabat,
Turkmenistan.
, 2002, Национальныйплан действий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Сапармурата
Туркменбаши по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среды, Ашхабад.
, 1996,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по борьбе с опустыниванием в Ту
ркменистане, Институт пустынь Академии Наук Туркменистана.
인터넷자료
http: //energylaws-tm.sitecity.ru
http: //www.lexadin.nl/wlg/legis/nofr/oeur/lxwetmi.htm#Environmental%20Law
http: //ekh.unep.org/
http: //enrin.grida.no/htmls/turkmen/soe2/english/ecology/
http: //www.natureprotection.gov.tm/literature_ru.html
http: //www.caspianenvironment.org/eracl/unido_4.htm
http: //turkmeniya.tripod.com/turkmenistanlaws/id6.html

326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
이 명 균 _ 계명대학교 에너지환경계획학과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 개관
기후변화 관련 조직 및 기후변화 정책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결 론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며 주
에너지원인 석유는 중동지역 의존도가 81%에 달하여, 중동지역의 분쟁 및 국제정
치 상황에 따른 유가변동에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80년대 이래 에너지자
급률을 높이고, 원유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
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나 최근 자원협
력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의 필
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서 자원협력의 유력한 대상국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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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공산권 붕괴 및 소
련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가 자원수출 등을 통해 회복의 기미
를 보이고 있으며, 1,5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일인당 소득이 10,000 달러를 넘는
중진국으로서 제품, 서비스, 건설시장으로서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무역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격화되는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중앙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
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새삼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은 국제협력의 지속 및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 카자
흐스탄은 개도국 중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금년 들어
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국내기업들
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그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의 정치, 행정, 경제, 자원 등 여러 분야 중, 지난 정상회
담의 주요 의제로도 채택되었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조직, 정책, 온실가스 배출
통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향후 기후변화, 특히
온실가스 감축사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국가 개관
1. 일반 개관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인 북위 39°49’~55°49’, 동경 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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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로 대서양과 태평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 면적은 2,72만 4,900㎢로 세계 9번째로 넓은 내륙 국가인데, 북쪽으로는 러
시아, 남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총 국경선은 1만 2,187㎞이다.
그림-1.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위치1)

표-1. 국가 개황
기 준

1990

1994

2000

2005

2008

면적(천㎢)

2,724.9

2,724.9

2,724.9

2,724.9

2,724.9

인구(백만명)

16.4

16.2

14.9

15.2

15.8

실업률(%)

-

7.5

12.8

8.1

6.6

GDP(10억$)

68.3

40.0

64.7

117.0

160.2

1인당 GDP

4,089

2,442

4,342

7,857

6,778

산생산/GDP(%)

20.5

29.1

32.6

29.8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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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 및 지형
카자흐스탄의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건조 및 반건조 지대에 위치하고 있
다. 대기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업
과 수자원 관리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면적의 26%가 초원지대(steppe)이고, 1.7억ha가 사막(44%) 또는 준사막
(14%) 지대이며, 2,100만ha는 삼림지대이다. 지형은 복잡하고 다양한데, 약 10%
가 고원지대이고, 나머지는 저지대, 평원, 대지 및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서쪽은 해발 200~300 미터의 전형적인 평지인데 반해 남동쪽은 5,000 미터
가 넘는 고산지대이다. 해발 6,995 미터인 칸-텡그리(Khan-Tengri)산이 남동쪽 중
국 국경과 맞닿아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8,500여 개의 강이 있는데, 1천㎞가 넘는 강이 7개 있으며, 아
랄해를 포함해 48,000여 개의 호수가 있다. 카스피해와는 2,320㎞의 해안선이 면
해 있다.
3. 정치
1995년 8월 30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신헌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대
통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공화국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임기 7년(연임
가능)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수상 등 각료를 임명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의회
대신 법률의 효력 발령권 등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2005년 12월 4일 누르술
탄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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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양원제로서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47석(7석은 대통령이 임명)으로 지
역 선거에서 선출되며, 하원은 임기 5년의 107석으로 이 가운데 9석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카자흐스탄 인민대회에서 간접 선출된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보다는 親나자르바예프, 反나자르바예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의석 분포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정당제도와 야
당 결집 세력의 결여 등이 이유이다.
4. 기후
대부분의 지역이 대륙성 기후인데, 북쪽 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은 -18℃, 7월 평
균 기온은 19℃이고, 남쪽 지역은 각각 -4℃와 26℃이다. 북쪽 지역의 연간 강수
량은 400㎜ 정도이며, 사막 지역은 150㎜ 이하, 산악 지역은 1,500㎜에 이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풍이 부는 것이 전형적인 기후의 특성이다.
카자흐스탄의 기후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 삼림 지역: 주로 북쪽에 위치하며, 습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봄은 1.5개월
정도로 짧고, 여름은 3개월간 지속되며, 겨울은 10월부터 4월까지이다.
• 스텝 지역: 북쪽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림 지역에 비해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다. 봄은 2개월 미만으로 짧은 편이며, 1년 내내 바람이 강하
게 분다.
• 준사막 지대: 카자흐스탄 중앙부를 차지하는 건조한 대초원 지대로 혹독한 겨
울과 더운 여름이 특징이다.
• 사막 지대: 카자흐스탄 평야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길고 더운 여
름, 추운 겨울 그리고 매우 건조한 날씨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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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2008년 1월 1일 현재 1,578만 명이며, 1인당 인구밀도가
㎢ 당 약 5.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
분포는 고르지 않은데, 남쪽 지역의 인구 밀도는 ㎢ 당 16.8명인데 반해, 중앙 지
역은 1.6명에 불과하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인데, 현재 10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민족은 카자흐스탄과 슬라브족으로 각각 인구의 44%와 36%를 차지
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독일, 한국, 타타르, 우즈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증가의 73%는 자연 증가율에 기인하며, 나머지는 이민 등이 원인이다.
표-2. 카자흐스탄의 인구 구성
(단위: 천 명, 년, %)

구분

1990

1994

2000

2005

2008

도시인구

9,366.9

8,884.4

8,413.4

8,696.5

8,395.1

농촌인구

6,991.3

7,072.3

6,452.2

6,522.8

7,381.4

남자인구

7,912.2

7,705.9

7,159.7

7,324.8

7,590.6

여자인구

8,446.0

8,250.8

7,705.9

7,824.5

8,185.9

기대수명

69.0

65.7

65.5

65.9

67.1

식자율

98.0

99.5

99.5

99.5

99.5

6. 경제
카자흐스탄은 1991년 자산 민영화와 제도적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인 실질 GDP는 1997년에 1990년 대비 50%나 하

332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

락하였다.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소련연방의 경제적 위축은 이들 국가들 사이의 공
급 연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점과 전통적 수출품인 비철금속과 화학비료의 수출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데 기인한다.
반면,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국민총생산이 1.8배 증가하였고, 이 기간
연간 GDP 증가율은 9.1%에 이르렀으며, 1인당 GDP는 2.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3. 주요 경제지표1)
GDP - PPP (2007 추정)

1,038억$

GDP - 공식환율 기준 (2007 추정)

1,038억$

GDP - 실질 성장률 (2007)

8.5%

1인당 GDP - PPP (2007 추정)

11,100$

부문별 GDP 구성비 (2007 추정)

농업: 5.8%
제조업: 39.4%
서비스: 54.8%

가용 노동력 (2007 추정)

822.9만명

산업별 고용 (2005)

농업: 32.2%
제조업: 18%
서비스: 49.8%

실업률 (2007 추정)

7.3%

가계소득 비율 (2004 추정)

하위 10%: 3.3%
상위 10%: 26.5%

국가 예산 (2007 추정)

재정 수입: 235.8억$
재정 지출: 253.3억$

재정 적자 (2007 추정)

GDP의 7.7%

수출 (2007 추정)

483.5억$ (f.o.b 기준)

주요 수출 상대국 (2006)

중국 15.2%, 독일 11.7%, 러시아 11.7%, 이탈리아 7.4%,
프랑스 6.9%

수입 (2007 추정)

332.1억$ (f.o.b 기준)

주요 수입 상대국 (2006)

러시아 34.6%, 중국 22.1%, 독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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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였고, 이는 전 국토의 약 75%에서 심각한 환경적
불안정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은 천연자원이다. 카자흐스탄은 금광, 철광석,
석탄, 구리, 크롬, 아연의 주요 생산국이고, 전 세계 납, 구리 및 아연 매장량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니켈, 티타늄,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알루미늄 등이 매장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생산량이 많은 석유 순수출국인데, 주로 카스피해 인근 공화
국의 서쪽 지역에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개발 가능한 석유 매장량은 약 120
억 배럴로 추정되며, 현재 하루 47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원유 생산의 대
부분은 수출되고 있으며, 정제유는 중앙 시베리아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7. 산업
1999년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천연자원을 포함한 산업 생산
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제2위의
석유 생산국이다. 제조업도 산업 생산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자원 산업의 성장은 주로 천연가스(25%), 가스콘덴세이트(21%), 갈
탄(14.5%), 구리(11%), 크롬(8.9%) 생산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금광(51.5%)
과 강괴(91.8%) 생산은 급감하였다. 이러한 자원산업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은 8.4%에 이르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1990년 대비 산업생산의 변화 추이와 경제활동별 산업생산의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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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산업생산의 변화 추이(1990년 대비)

그림-3. 2007년도 경제활동별 산업생산(199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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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Energy)

지구 표면의 1.8%를 덮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세계 광물 연료(mineral fuel)의
0.5%를 매장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300억 톤에 이르며, 이중 석탄이
80%, 석유와 가스콘덴세이트가 13%, 천연가스가 7%를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발전용량은 약 18GW(화력 발전 87.5%, 수력발전 12.4%)이다.
열병합발전(CHP)의 발전 용량은 6.7GW으로서 전체 발전용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내 열소비의 약 40%와 전력소비의 약
46%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는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의 12% 가량을 수력으로 공급
하고 있다.
표-4. 주요 에너지 생산량
요소

1990

1994

2000

2005

2008

가스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원유, 백만 톤

25.8

20.3

35.3

61.9

70.7

천연가스, 10억㎥

7.1

4.5

12.0

25.0

32.9

석탄, 백만 톤

131.4

104.6

74.9

86.6

111.1

전력, 10억kW/h

87.4

66.4

51.6

67.9

81.6

열, 백만Gcal

126.0

97.6

65.5

90.8

95.2

카자흐스탄의 수력 잠재력은 연간 1700억kWh정도이다. 그것은 기술적 사용가
능한 용량은 620억kWh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270억kWh에 이르지만 현재는
연간 80억kWh만이 사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은 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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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온천수를 포함한다. 카자흐스탄 내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연간 2조kWh에
이른다. 기술적으로 생산가능한 발전량은 총전력 사용량을 초과하며 연간 약 3,370
억kWh에 달한다. 그 중에서 풍력이 연간 3,220억kWh, 태양에너지가 40억lWh,
소수력이 110억kWh를 차지한다.
산업혁신발전전략에 따르면 2015년까지 GDP는 3.8배 증가시키는 반면 에너지
원단위는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수송(Transport)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고, 수송 네트워크의 대부분
은 도로와 철도이며 (각각 88.4천㎞와 14.0천㎞), 수로의 길이는 3.9천㎞, 항공로
는 61천㎞이다.
지리적 특징은 카자흐스탄의 수송시스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화물 수송의 대
부분은 철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 연방 국가 중 카자흐스탄의 철도는
수송량과 철도차량의 규모면에서 3번째로 큰 시스템이다. 그러나 도로 수송 역시
매우 중요하며, 포장도로의 총 길이는 115만 5,000㎞이다.
지하자원 산업의 생산 증가와 서부지역의 발달은 화물 수송 증가에 커다란 영향
을 미쳤다. 2000~2005년 사이에 화물 수송량 추이에 따르면 2000~2002년에는 화
물 수송이 증가하였지만 이후 2005년까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운송
품목은 석탄, 철강, 석유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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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카자흐스탄의 운송수단
기관차

승객용
열차

화물열차

화물선

여객선

총 차량대수
(1,000)

승용차수
(1,000)

1991

-

-

-

423

60

1,393.9

849.0

1992

-

-

-

420

54

1,460.9

916.1

1993

-

-

-

409

52

1,493.8

955.9

1994

-

-

-

330

35

1,495.5

991.7

1995

3,045

2,353

109,555

301

26

1,492.1

1,034.1

1996

3,045

2,353

109,555

301

26

1,409.7

997.5

1997

2,598

2,209

105,361

217

29

1,333.2

973.3

1998

2,293

2,229

99,995

161

15

1,285.7

971.2

1999

2,162

2,091

100,670

146

13

1,278.8

987.7

2000

1,963

2,085

89,814

103

10

1,279.0

1,000.3

2001

1,913

2,088

86,119

158

8

1,349.5

1,057.8

2002

1,896

2,094

87,715

128

10

1,365.1

1,062.6

2003

1,770

2,559

88,726

134

13

1,471.5

1,148.7

2004

1,711

1,922

87,480

125

13

1,532.3

1,204.1

2005

1,659

1,874

86,921

127

8

1,752.6

1,405.3

2006

1,695

2,768

90,529

123

7

2,131.9

1,745.0

2007

1,714

2,740

96,225

109

7

2,625.7

2,183.1

다. 폐기물(Waste)

폐기물은 인구 1인당 1.3~2.2㎥비율로 매년 1,400만㎥이상 쌓여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저렴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적으며 안전한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은 잘 관리되는 폐기물 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에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이 총 200억 톤 이상 축적되어 있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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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지하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독성 폐기물이 67억 톤에 이른다. 비철금
속산업에서 배출된 유독성 고형폐기물의 양은 52억 톤을 넘어선다. 야금과 금광에
서 나온 140억 톤의 폐기물이 5만 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한 채 버려져 있다.
평균적으로, 가정 폐기물은 50%가 음식 쓰레기, 26%가 종이, 9%가 플라스틱,
그리고 나머지 15%가 유리, 섬유, 가죽, 금속, 세라믹, 모래로 되어 있다. 성상의
구분 없이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97%)은 공공매립지에 매립되어 있으나, 매립지의
97%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환경 법규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낡은 기술, 저질의 천연 자원과 연료, 폐기물 재생 및 재활
용 사업에 대한 투자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석유 가스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라. 농업(Agriculture)

농산품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생산품이자 수출품이다. 카자흐스탄의 중요 농산물
에는 밀, 사료용 옥수수와 감자가 있다. 식품산업과 경공업은 카자흐스탄 북부 지
역에서 재배되는 목화와 사탕무를 주원료로 사용한다. 야채는 카자흐스탄 전역에
서 재배되며, 과일은 주로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재배된다.
가축은 중요한 농업 품목의 하나이며, 특히 양은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가축으
로서 전역에 걸쳐 널리 키워지고 있다.
1992년 이래 농촌지역에서 농업의 형태와 농사 방식은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이 사유화 되었으며 현재, 농업부문에서 공기업은 1%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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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한다.
카자흐스탄의 전체 82%가 농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생산성이 낮은 목
초지이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단지 15%에 불과하며 경작 가능한 토지(약
2,300만 핵타르) 중 60%는 1950년대 이후에 경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방대한
지역은 건지농법과 관개농법을 주로 한다. 나라 전체에 걸쳐 기온은 모든 곡류의
재배가 가능한 적당한 온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수량이 부족하여 곡류의 재
배는 단지 북부와 북동부, 남부의 좁은 구릉지대에서 가능하다. 남부의 기후조건은
열에 강한 작물이 자라기에 적당하다.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성은 다른 나라의 1/3~1/4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농
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총투자의 5%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농작물 생산으로부터
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UN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272.5백만 헥타르 중 66%인 179.9헥타르가 사막
화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사막화로 인한 목초지 피해가 963백만 달러에 달하고
경작가능한 지역의 침식으로 인한 소득 손실과 2차 염도로 인한 손실은 각각 779
백만 달러와 37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10년까지 농업 분야의 발전을 정부는 2005년 6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
념을 채택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농기계의 품질 제고, 농산품 수확,
처리, 판매를 위한 인프라 개발, 농업부문 비교우위의 적극 활용, 농산품 시장의 공
공 관리 개선, 식량 안보 강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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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카자흐스탄의 작물 생산량
(단위: 천 t)

곡물

식물
해바라기 목화
유용작물

사탕무

담배

감자

채소

사료용
작물

1991

11,991.9

154.8

93.4

291.1

673.8

3.9

2,143.2

954.9

302.7

1992

29,771.7

235.4

98.5

252.3

1,160.1

3.7

2,569.7

985.1

288.3

1993

21,631.0

172.0

85.5

200.1

842.7

4.1

2,296.3

808.0

182.3

1994

16,454.1

183.5

96.8

207.9

432.7

2.8

2,040.2

781.2

146.1

1995

9,505.5

162.0

98.7

223.0

371.0

1.7

1,719.7

779.7

162.3

1996

11,237.3

110.5

64.3

182.8

340.7

1.7

1,656.0

778.0

181.8

1997

12,378.0

101.5

54.5

197.8

127.9

2.4

1,472.2

879.7

181.1

1998

6,395.5

132.0

83.2

161.7

224.9

8.7

1,262.9 1,079.2

305.6

1999

14,264.3

159.3

104.3

249.4

293..9

8.0

1,694.7 1,287.1

369.6

2000

11,565.0

140.1

104.6

287.1

272.7

16.2 1,692.6 1,543.6

421.6

2001

15,896.9

187.1

149.1

417.4

282.4

14.7 2,184.8 1,782.0

519.2

2002

15,959.9

257.1

189.8

360.7

372.2

15.8 2,268.8 1,857.0

628.8

2003

14,777.4

436.3

292.6

402.7

423.6

15.9 2,308.3 1,938.3

603.8

2004

12,374.2

395.8

265.5

467.1

397.9

14.3 2,260.7 2,059.3

667.0

2005

13,781.4

439.8

267.4

465.0

310.8

15.5 2,520.8 2,168.8

683.8

2006

16,511.5

458.9

268.0

435.4

339.0

14.0 2,361.6 2,059.2

697.4

2007

20,137.8

459.4

205.8

441.7

309.4

11.0 2,414.8 2,196.4

661.8

마. 삼림 (Forestry)

카자흐스탄의 총 삼림면적은 26.4백만 헥타르이다(2006. 1. 1기준). 그 중에서
나무로 덮혀 있는 면적은 약 12.3백만 헥타르이며, 이는 국토면적의 4.5%로 중부유
럽 및 동유럽 국가 중 러시아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넓은 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숲은 일정하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 약 80%의 숲이 북부와 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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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에 있으며, 침엽수림은 주로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동부지역
47%, 북부지역 18.6%, 아크몰린스카야 11%).
표-7. 삼림의 주요 지표
2002

2003

2004

2005

총 삼림 면적, 백만ha

26.74

26.1

26.2

26.5

숲의 면적, 백만ha

11.7

11.7

12.4

12.4

목재 축적량, 백만㎥

373.6

373.6

375.6

375.8

카자흐스탄 총 면적 중 이용가능한 산림, %

4.3

4.3

4.6

4.5

카자흐스탄 삼림의 주요 기능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토양과 수자원 보호에 있
다. 삼림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화재, 무허가 벌채와 가축 방목이다. 지
난 10년 동안, 동부 지역에서 삼림 약 0.16백만 헥타르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4월에 정부는 국유림에서의 벌채와 삼림생산물의 채취
를 금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재조림 면적이 8만 헥타르였으나, 1997년
에 재조림 면적은 1/8로 감소하였고 지금까지 그 수준으로 남아 있다.
2004년 5월, 정부는 삼림 보존, 점진적인 삼림면적 증가, 화재로부터의 삼림 보
호 개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와 나무의 수령, 질, 건강 향상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삼림 프로그램 2004~06”을 승인하였다.

342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

Ⅲ. 기후변화 관련 조직 및 기후변화 정책

1. 정부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조직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누르술탄 나자르바
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정세는
안정적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는 2000~07년간 연평균 10% 전후의 경제성장 등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의 업
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1)
정부 권력은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행정권은 중앙정부(Ministry 및 Agency)와
지방정부(Akimat)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권은 사법부인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주어
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 체제이다.
2005년 12월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91.15%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것은 첫째, 연평균 10%의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
상되어온 데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
로 한 정치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 셋째,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의 부상을 통
한 국제사회에서의 카자흐스탄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 고취에 따른 평가,
넷째 야권이 내부분열로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구심력
있는 야권인사가 부재한 카자흐스탄의 정치상황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카자흐스탄 집권세력의 다소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도 불구하고 정치안
정, 경제발전 상황 등을 평가하며 ① 급격한 민주화로 인한 국내정세 불안 야기 우려 ② 카자흐스
탄의 정세불안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정세불안으로 이어져 대테러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민주화 과정이 후퇴하지 않는 한 “점진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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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의 종신통치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국구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 철폐
- 상ㆍ하원 의석수 확대를 통한 의회 위상 강화 (상원 39석→47석, 하원 77→
107석)
- 의회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정부 구성
- 의회의 대정부 감독기능 강화
- 정당의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의회는 상ㆍ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Senate)의 임기는 6년, 하원
(Majilis)의 임기는 5년이다. 전체 상원 의석 가운데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
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원의 경우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득표
비율이 7%를 넘지 않으면 의석을 배정하지 않는다.
2007년 6월 하원의 자발적 해산에 이어 8월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누르
오탄당이 하원 전의석을 장악하고 야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정국운영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행정부는 실행기관으로서 정부 각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17개 부(Ministry)
와 9개 청(Agency)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부(ME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
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앙 집행기구이다. 환경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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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장관과 2명의 차관이 있으며, 6개 국(department)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2009년 6월에 설립된 교토의정서국(Department of the Kyoto Protocol)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산하에 환경 규제 및 통제 위원회(Committee of Ecological Regulation
and Control)가 있고, 7개의 지방청(territorial department)과 합작법인인 Kazaviamet
을 따로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기후생태연구소(KazNIIEK: The Kazakh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and
Climate)
- Kazhydromet
- 정보분석센터(Information and Analytical Center)
한편, NGO인 기후변화조정센터(C4: Climate Change Coordination Center)는
민간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메탄포집, 탄소
포집 등)
-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총괄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평가 수행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 수행
- 교토메커니즘 관련 법적ㆍ제도적 국가 기반 구축 지원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지원
- 기업가, NGO, 대중을 위한 기후변화 포럼 운영
- 기후변화 관련 국제 동향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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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가. 최근 동향

카자흐스탄에서 기후변화는 생태 안전성 개념에서 경제와 천연자원에 매우 심
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생태 안전성 개념은
2003년 12월 3일 대통령령(1,241호)으로 승인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5년 5월 4일 대통령령 2,260호에 의해 비준되었다. 교토의
정서는 1999년 3월 12일 서명되었으며, 2009년 3월 26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교토의정서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당사국이 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
태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으로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3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마라케쉬 결정(Marrakech Decision, 2001년 7차 총회)
에 따라 부속서 I 당사국에 포함될 것인가, 두 번째 나이로비 결정(Nairobi
Decision, 2006년 12차 총회)에 따라 1992년을 기준년도로 삼을 것인가, 마지막으
로 포즈난 결정(Poznan Decision, 2008년 14차 총회)에 따라 1992년 대비 2008~
12년의 1차 공약기간 중 기준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정량
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나. 기후변화 정책 방향

카자흐스탄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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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국가 시스템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우선순위는 ① 국가 에너지 저감 프로그램 수행, ② 국가 기후
변화 전략 개발 및 승인, ③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다.2)
국가 에너지 저감 프로그램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수행, 에너지 저감 신기술 도입 등이며, 현재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 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인 편인데, 일본과 2008년 6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양국간 협력할 것을 명시한 성명서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서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지원하고 우라늄 등 자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협력사
업도 일본과 같이 자원외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British Gas, Shell, BP
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강화를 위해 2년간 지원한 바 있다.
다. 주요 기후변화 정책
1) 저감

개발도상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 등 다른 국가 개발 계획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저감 수단은 전체 에너지 부문 개발 전략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국가
2) 네 번째 우선순위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기초
를 마련하는 것인데, 올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였으므로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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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부문의 대책은 다음
과 같다.
○ 에너지 생산 부문의 대책
- 화석연료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및 지역난방 개선)
- 에너지 밸런스에서의 천연가스 비중 증가
- 에너지 밸런스에서의 재생 에너지 자원 포함
○ 에너지 소비 부문의 대책
-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절약 향상
-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지역난방 부문의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절약 향상에 관한 대책이 가장 풍부하고, CO2 배출 저
감 잠재량이 크다. 국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이행은
연료 소비의 25%(중ㆍ단기 행동 계획) 내지 40%(장기계획의 이행 결과)까지 감
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12월에 채택된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을 포함하여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부문을 모두 다루고 있다. 다만, 국가
수준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관리하는 체제나 법의 집행에 관한 절차가 다소 미
비한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발전 설비가 화력 발전소인 관계로 화력 발전소의 재건 및 현대화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되고 있다. 이런 대책의 이행은 석탄 및 석유 사용
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된다. 화력 발전소의 재건 및 현대화와 소수력 발전소 건설은 가장 비용 효과적
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다. 화력 발전소의 연료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2020

348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

년까지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대책도 중요한데, 소수력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건설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미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대
한 유망지역 선정을 마친 상태이며, 약 23개소의 중ㆍ소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비 능력은 약 600MW로 연간 전력 생산량은
1.2~1.5TWh에 달하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70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에너지 부문 개발 전략에 의해 계획된 모든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2020년
까지 약 6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풍력 에너지 개발에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조사에 따르
면 9개 지역이 초당 풍속 8m를 초과하여 풍력 에너지 개발에 적합하며, 이들 지역
에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풍력 발전의 CO2 배출 감축 잠재량은 약 3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까지 풍력 발전소 건설에 약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태양 에너지는 소규모 파일롯 규모로 실험 하는 수준이며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 이처럼 태양 에너지 이용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까지 발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태양 발전소의 경
우 단가가 더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에너지 밸런스에서 천연가스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은 석
유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연간 부생가스 발생량은
3) 1997년 6월부터 GEF의 지원을 받아 “Removing Barriers to Wind Power Production in
Kazakhstan”을 시행중인데, 상업적 규모 및 송전망에 연계된 풍력발전 생산에 대한 장벽을 제거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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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4억㎥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석탄 대신 발전에 부생가스를 이용하면 연
간 270만 톤의 CO2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삼림 지역의 확대와 초원 및 방목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생
산적인 경작지를 전환함으로써 CO2 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의 하나
이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CH4 배출이 국가 전체 CH4 배출의 거의 50%
로 추정됨에 따라 석탄층 CH4 배출 저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표-8. 에너지 분야의 주요 정책 요약4)
(단위: 백만 톤, 달러)

조치
에너지 효율 향상
발전소 현대화 및 개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
소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부생가스

연간 CO 2
연간 CH4
2000~2020
감축 잠재량 감축 잠재량
투자 요구액
누적 CO 2 감축량
2005 2020 2005 2020
1.76 2.33 0.17 0.19
0.70
0.14 3.74 0.02 0.28
0.63 3.13 0.07 0.22

40

1,061

20
29

578
937

0.6 0.6
0.20 1.74 0.02 0.37
2.7
-

18
-

931
-

2) 적응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 및 수자원 확보 등에서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농업 분야와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4)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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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 농업 분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명확화
- 건조 지대 및 준건조 지대의 토지 생산성 향상 및 토양 침식 방지
- 해충 및 질병에 대한 장기 전망 및 대응
- 밀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역 센터 설립 및 유지
○ 수자원 분야
- 수자원 활용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 개발 지원
- 수자원 절약 조치의 이행
- 수자원 취약성의 부정적 영향 축소
- 자연보전 조치의 이행
- 사회적 비용의 감축
-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3) 국가 인벤토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의무는 주기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보고와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s)를 제출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1(a)항에 따라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원에 의한
제거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를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환경부 산하 생태기후연구소(KazNIIEK)가 국가 온실가스 인
벤토리 작성을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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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목록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에너지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와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수송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및 통계청(Agency on Statistics)이 포함된다.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 준비는 국가 예산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정부
부처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책임진다. KazNIIEK는 보고서 작성을 맡으며, 인벤토리의 품질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환경부에 보내어 승인을 받는다.
품질 통제 활동에는 수집된 데이터 및 배출량 계산의 정확도 확인, 배출량 계산
및 측정의 표준화된 절차 사용 여부, 불확실성 추정, 정보 및 보고와 같은 일반적
인 방법론들이 포한된다.
통계청은 국가온실가스 보고서에 사용되는 활동 데이터, 연료 및 에너지 밸런스
와 같은 공식적인 통계 정보원이다.

4)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관련된 정부 규정

카자흐스탄에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변화협약 제4.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부가 수용한 의무의 이행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의 준비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국가 전략 구상
-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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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 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량적 목표의
설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 메커니즘 참가자에 대한 국가 레지스트리 작성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 및 그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구상
환경부는 2009년 8월 6일 제정된 법률 1205호에 의해 교토의정서의 조정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구이다. 기업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계산 및 통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과 2개의 환경
부 규칙(MEP Order)이 만들어졌다.

표-9. 기업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 관련 규정
구분

명칭

제정일

the statement of the Rules of the state accounting of
sources of GHG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and 2008.2.8
Government consumption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
the statement of Rules of restriction, stay or decrease of
2008.2.11
GHG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번호
124
128

the statement of rules of GHG emission inventory and
2007.12.13
consumption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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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 Order the statement of rules of working out and the statement
of specifications of maximum permissible emissions and 2007.12.13
consumption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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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제약하기 위해 환경부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원별로
기업들의 최대 배출허용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2009년 8월 5일 제정된 법률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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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의거 환경부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 지정되었다.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허용량은 기준년도의 배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규
정 제128호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자(기업)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설정을
위한 기준년도를 정하고 있다.
2009년 6월 외국인 투자위원회(Council of Foreign Investors)의 21차 총회에
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으로 에너지 효율 기술의 소개와 교
토 메커니즘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천명하였다. 환경부는 국제
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국(Department of the Kyoto Protocol)을
신설하였다.
환경부는 2009년 4월 교토의정서 조치 계획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실행을 위한
기본활동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 로드맵에는 다른 정부부처들과의 협력
을 통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담은 몇 가지 단계들이 포
함되어 있다.
초기부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실현을 위해 참여해 왔던 기후변화조
정센터(C4: Climate Change Coordination Centre)는 경제기획부, 에너지자원부,
환경부 및 KazNIIEK 등과 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문제와 기후변화 완화 이
슈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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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개황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2000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전문가들은 환
경부의 요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매년 준비해 왔다. 환경부 보고와 2
차 국가보고서 준비를 위해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이 추계되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KazNIIEK의 전문가 팀은 2000년부
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를 수행해 왔다.
카자흐스탄의 인벤토리는 배출량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IPCC 가이드라인을 엄
격하게 적용하였는데, 여기에는 불확실성 평가, 주요 요인 분석 등이 포함된다. 온
실가스 배출원은 매년 재정의 되는데, 이는 활동에 따른 배출량 과소평가를 피하
고,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및 폐기물의 5가지
범주의 배출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루어지는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이다. 월경성 대기 오염물질(trans-boundary air pollutant)로
분류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에 대한 총량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질소산화
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와 이산화황(SO2)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에서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및 6불화황(SF6)은 그
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이들 기체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들은 카자흐
스탄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량은 추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오존층파
괴물질(ODS: ozone depliting substances)의 대체물질로 PFCs와 HFCs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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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방법론에서는 CO2, CH4, N2O 등의 배출량을 절대량으로도 보고하고,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적용한 탄소 환산치도 함께 보
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인벤토리에서는 IPCC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
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하여 CO2 1에 대해 CH4는 21, N2O는 310을 적용하고 있다.
2. 방법론
비부속서 I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IPCC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추정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추정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로서 다음
과 같은 IPCC 문서가 이용되었다.
-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IPCC 2000 Good Practice Guidance and Uncertainty Management in
National GHG Inventories
- 2003 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배출량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접근 방법(Tier)의 선택은 각 범주별 의사결정 구
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출량 추정에는 주로 Tier 1이 사용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열병합 발전, 교통, 반추동물의 장 발효, 금속 야금과 같은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개선된 Tier 2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불확실성 평가는 IPCC Good Practice Guidance에 따라 Tier 1이 사용되었다.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는 IPCC에 의해 주어진 배출계수(default factor)와 국가 활
동 데이터의 합계를 함께 고려한 Tier 1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활동 데이터는 공식
자료, 정부 부처, 학술 연구단체와 온실가스 배출원인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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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총배출량
아래 표는 연도별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총배출 및 흡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인벤토리에 의하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4만 6,700만 톤(CO2 환산)으로
에너지 부문이 20만 7,800만 톤, 산업공정 1만 8,500만 톤, 농업 1만 4,400만 톤,
폐기물 4,600 톤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CO2 흡수원인 산림과 토지사용은 9,200
만 톤으로, 순배출량은 23만 7,500만 톤이다.
표-10. 카자흐스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

분 류
CO 2
에너지
연료연소
탈루
산업공정
LULUCF
CH 4
에너지
연료연소
탈루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N 2O
에너지
연료연소
농업
폐기물
총배출
순배출

1990
238.3
220.1
216.8
3.3
18.3
-8.1
65.2
39.0
1.6
37.4
0.05
20.9
3.6
4.2
0.8
0.8
2.2
0.4
307.7
299.6

1992
261.2
246.3
243.0
3.3
14.9
-7.1
58.3
32.8
1.9
30.9
0.04
20.2
3.4
4.1
0.9
0.9
1.9
0.4
323.6
316.5

1994
243.7
236.5
233.9
2.6
7.2
-4.8
44.8
23.9
1.2
22.7
0.02
16.7
3.0
3.4
0.9
0.9
1.1
0.5
291.9
287.1

2000
137.3
126.6
120.3
6.3
10.7
-7.1
23.1
9.6
0.4
9.2
0.03
9.1
4.0
1.8
0.4
0.4
0.7
0.3
162.2
155.1

2005
186.3
170.2
163.7
6.5
16.1
-5.9
33.6
17.0
0.6
16.4
0.03
11.7
4.3
2.3
0.5
0.5
0.9
0.4
222.2
216.3

2006
193.3
178.0
171.3
6.7
15.3
-7.5
38.4
18.6
0.8
17.8
0.01
14.5
4.5
2.9
0.6
0.6
1.3
0.4
234.6
227.1

2007
208.2
189.7
184.5
5.2
18.5
-9.2
35.4
17.5
0.8
16.7
0.01
12.9
4.2
3.1
0.6
0.6
1.5
0.4
246.7
237.5

자료: Kazakhstan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2009), p. 43 및 KazNIIEK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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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가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비율
(단위: %)

자료: Kazakhstan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2009), p. 44.

그림-5.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자료: Kazakhstan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2009), p. 43 및 KazNIIEK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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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연료 연소)로 2005
년 이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분야는 농업인데, 그 비중은 1990년 15% 수준에서 2005년 9%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산업공정은 전체 배출량의 약 6%, 폐기물은 약 3%를 차지
하고 있으며, LULUCF에 의한 흡수량은 총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8.2백만 톤인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
를 차지하고 있다. 메탄의 비중은 16%, 아산화질소의 비중은 5% 정도이다. 메탄
의 주 발생원은 유ㆍ가스전에서의 누출과 농업 분야이고, 아산화질소는 농업 분야
에서 주로 배출한다.
2007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6톤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 가운데 CO2
가 12.4톤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 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과 1992
년 대비 각각 26%와 29% 감소한 수준이다.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가. 에너지

에너지 분야는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만 1,30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화석연료의 연소가 1만 7,000만 톤으로 에너지
부문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탈루가 2,100만 톤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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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료연소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너지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베
이스라인(baseline) 방식과 부문별(sectoral) 방식의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주로 석유류의 연소 때문에 약 5.5%의 차이가 발생한다. 2005년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가운데 고체 화석연료인 석탄류 사용에 의해 58%, 가스류 17%, 그
리고 석유류 28%가 각각 발생하였다.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은 199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에너지 생산이 63%를 차지
하고 있고, 그 뒤를 산업 18%, 수송 8%를 차지하고 있다.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
가스 발생량은 1990년과 1992년 대비 각각 80%와 71%에 불과하다.
그림-6.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천 CO2 환산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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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연료연소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Kazakhstan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2009), p. 46.

2007년 기준으로 연료연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1.3백만 톤인데, 이 가운데
99%가 이산화탄소이고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11. 연료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종류별 발생량
(단위: 천 톤)

CO 2
CH 4
N 2O
합계

1990
216,331
1,589
848
218,768

1992
242,686
1,860
954
245,500

2000
118,219
379
458
119,056

2005
174,703
568
600
175,871

2006
178,020
848
686
179,554

2007
189,710
890
720
191,320

2) 누출

누출은 메탄 배출의 주요한 원인인데, 2007년 총 메탄 배출의 44%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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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로 연료연소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이 많은 분야다. 2007년 누출(CO2 및 CH4)은 약 2만 700만 톤 발생했는데, 900
만 톤은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11.7백만 톤은 석탄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표-12. 연료원별 CO 2와 CH4의 누출
(단위: 천 톤)

구 분
석 탄
석유 및 가스
합 계

1990

1992

1994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4,868 23,289 18,404 9,977

9,530 11,045 11,002 11,933 11,655

15,978 11,076 6,990

7,779

9,021

8,671

8,768

9,793

9,018

40,846 34,365 25,394 18,998 17,309 19,716 19,770 21,726 20,673

그림-8. CO2와 CH4의 누출량과 비율 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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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공정

카자흐스탄에서 산업공정은 온실가스 배출이 네 번째로 많은 부문이며, 2005년
16.8백만 톤이 발생하였다. 2007년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6%인데, 대
부분은 이산화탄소이며 메탄은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발생량은 1990년 대비 87% 수준이
지만, 1992년에 비해서는 5%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금속산업이 전체의 53%를 차지
하고, 광물이 46%를 차지하며, 화학이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13.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단위: 천 톤)

구
금
광
화
합

분
속
물
학
계

1990 1992 1994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10,325 8,784 4,905 7,989 8,279 9,133 9,034 8,345 8,802
5,771 4,779 1,871 2,617 4,591 5,104 6,108 6,659 7,669
1,403 973
236
51
116
202
144
152
290
17,499 14,536 7,012 10,657 12,986 14,439 15,286 15,156 16,761

다. 농업

2007년 농업 활동으로 인해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1만 4,40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톤) 배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메탄이 1만 2,900만 톤, 아산화질소는 1,500만
톤 발생하였다. 1990년대 가축두수 및 농지 감소로 온실가스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로 인해 2007년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62% 수준에 머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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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발생의 대부분인 96%가 목축에서 발생하며, 벼농사 및 농업 폐기물 연소
로 약 2%씩 발생한다. 아산화질소는 대부분이 농지에서 배출된다.
표-14.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천 톤)

구 분
가 축
비 료
벼농사
폐기물 연소
농 지
합 계

1990
19,183
1,353
521
90
1,922
23,069

1992 1994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18,650 15,416 8,312 8,898 10,044 10,729 13,343 11,789
1,281 1,045 554
601
688
717
890
778
483
428
326
286
341
360
370
370
92
65
73
96
83
90
106
129
1,612 930
620
837
744
806 1,116 1,302
22,118 17,870 9,885 10,718 11,898 12,692 15,814 14,351

라. 토지이용

IPCC GPG-LULUCF 모듈은 산림의 목재 바이오매스 변화, 산림 및 토지의 이
용 변경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를 다룬다. 토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
출 및 흡수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 토지관리청(Land Management Agency)의 5년
단위(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 삼림 인벤토리를 참고하였다.
자료는 삼림 및 토지의 삼림 전환이 온실가스 흡수원이 되고 있고, 삼림 화재는
배출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땔감 확보를 위한 목
재채취가 늘어나 흡수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경지를 목초
지로 바꾸면서 흡수원이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LULUCF는 유일한 흡수원
이며, 2007년 9,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였다. 이는 총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의 2.5%로, 삼림은 전체 흡수원의 7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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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LULUCF에 의한 CO2 흡수
(단위: 천 톤)

마. 폐기물

폐기물 분야는 도시 고형 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 처리장에서 유
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분해로부터 배출되는 CH4, 산업 폐수의 혐기성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CH4, 하수에서 발생하는 N2O를 포함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는 폐
기물 소각시설이 없어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계산되지 않는다.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4,600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 순위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데, 2007년에 그 비중은 약 3% 정도이다. 폐기물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의 95%는 CH4이고, 나머지 5%는 N2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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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단위: 천 톤)

표-15.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천 톤)

구 분

1990

1992

1994

2000

2005

2006

2007

MSW

2,751

2,646

2,457

3,591

3,834

3,894

3,645

폐수처리

852

721

565

441

475

558

582

하수오물

465

434

496

310

411

395

400

합 계

4,086

3,801

3,518

4,342

4,720

4,847

4,627

바. PFCs, HFCs 및 SF6 배출

현재로서는 이들 물질과 관련되는 부분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와 송ㆍ배전
부분이 전부이다. HFCs와 PFCs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보고를 위해 조사한 1998년 자료를 통해 연간 312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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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SF6는 절연체에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다. SF6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데, 아직 카자흐스탄 국내에 공장
이 없어 문제가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알루미늄 공장 가동이 계획되어 있어 SF6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론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Ⅴ.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1.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제 조건

1) 일반적 경제 여건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석유자원과 값싼 석탄을 가지고 있어 광산업과 에너지 부
문이 경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심도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투
자에 집중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이 전기와 열 등 에너지 활동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의 증가로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
가하고 있다.
전력 생산의 84%가 석탄 발전이고, 수력이 2%를 차지하며, 4%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풍력 및 태양력의 비중
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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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전력 및 온실가스 발생과 관련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시스템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1950년대에 건설되었다.
•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
• 전력 공급망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적화가 필요하다.
• 1kWh의 전력 생산에 1.2kg의 CO2가 발생한다.
• 주요 에너지 설비의 노후도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내 전력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1만 8,000GWh의 추가 전
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160만 톤의 CO2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한 새로운 발전소와 전력망 구축에 투
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인 “산업
혁신 개발 전략 2015(The Strategy of the industrial and innovation development
for 2015)”와 “2007~2024년 안정적 경제개발을 위한 구상(The Conception of a
transi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stable development for the
years 2007~2024)” 등을 발표하였다. “산업 혁신 개발 전략 2015”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15년까지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에너지 집약도)은 절반으로 줄어들
고, 노동 생산성은 3~3.5배 증가하며, GDP는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
제개발 구상이 실현되면 자원효율성이 2024년까지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성장의 제약조건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과 관련한 주요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현대화 및 기술적 혁신에 필요한 자금 및 금융 수단의 부족
•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폭 확대 및 의존성 증가로 천연자원의 가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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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필요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부재
• 최종 제품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높은 물류비(특히 철도운임)
•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낮은 에너지 효율
• 최적화가 요구되는 전력 공급망의 에너지 손실

3) 국가적 우선순위

경제 각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 목표
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범 프로젝트를 운용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적 우선순
위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주거 및 상업, 에너지 제조 및 도시 서비스의 소비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절
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유정 가스(casing-head gas) 및 가스 분야에서의 재활용
• 광산 메탄의 재활용
• 소수력, 풍력, 소규모 디젤 및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한 독립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한 농촌 지역에서의 전력 공급
• 재생에너지의 도입
‘2015 에너지 종합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력원으로서의 가스 비중은
2015년까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석탄이 가장 중요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원으로서의 석탄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5
년 71%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는 다음과 같다.
• 가동중인 발전소의 정상 가동시간 확보 및 발전 설비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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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발전설비 도입으로 발전소 기능의 확장 및 500㎿급 열병합 발전소 건설
• 남부 지역에 열방합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원 확보
• 서부 지역에 천연가스 및 유정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로 에너지 자립 확보
• 설비대체를 통한 220-500-1150 kV 무정전 전력망 현대화
• 석탄 가스 복합 발전기 보일러 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되며, 추정되는 감축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6. 카자흐스탄의 2020년까지의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정
순번
1
2
3
(3-1)
(3-2)
4
(4-1)
(4-2)

온실가스 감축 수단
기존 발전소 성능 개선 및 열 공급 확대
에너지 절약 정책의 실현(열공급 네트워크)
가스 터빈 및 스팀 가스 발전소 건립
가스 터빈 발전소
스팀가스 터빈 발전소
재생에너지 개발
소수력 발전소
충력 발전소
합계

온실가스 감축 비율(%)
2010 2015 2020
3.2
5
7
2.0
4
9
0.0
8
15
(0.0)
(3)
(8)
(0.0)
(5)
(7)
9.3
15
24
(5.0)
(7)
(12)
(4.3)
(8)
(12)
14.5
32
55

나.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성

1) 태양에너지

카자흐스탄은 태양에너지의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일사량은 연간 1,300~
1,800 ㎾/㎡이고, 일조시간은 연간 2,200~3,000시간 정도이며, 가정용 난방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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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태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에 의하면 태양에너지의 잠재량
은 연간 1,300만 Gkal로 이는 연간 140만 TOE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2~3백만 톤을
줄일 수 있는 양이다. 주요 지역의 태양에너지 잠재량 추정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17. 카자흐스탄의 주요 지역 태양에너지 잠재량
순번

지역

㎾/㎡/연

1
2
3
4
5

Shymkent
Aktau
Astana
Semey
Taldy-Kurgan

1,780
1,442
1,297
1,441
1,703

평균
4.88
3.95
3.55
3.95
4.67

㎾/㎡/일
6월
7.95
6.71
6.47
6.74
7.40

12월
1.65
0.98
0.83
1.21
1.58

2) 풍력

카자흐스탄은 풍력에너지의 잠재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풍력발전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중가르 관문(Djungar Gate)이라 불리는 동부 지역은
풍력발전의 최적지인데, 연간 130만 G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이 용이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표-18. 카자흐스탄의 지역별 풍력에너지원 및 잠재량
순번
1
2
3
4
5
6

지역
동부
남동부
남부
북부
중부
서부
합계

면적(천㎢)
277.1
223.2
499.9
237.0
762.2
729.2
2,718.1

잠재 발전량(천GWh)
30
31
56
27
91
87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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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 풍력발전기 설치 단가는 석탄 발전기 단가와 비슷하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면 풍력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수력

산업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적 수력 잠재량은 약 6.2만 GWh이며, 이
가운데 10㎿ 미만의 소수력 발전이 7,840 GWh에 달한다. 현재는 연간 소수력 발
전 360 GWh를 포함하여 전체 수력발전량은 8천 GWh에 불과하다.
표-19. 카자흐스탄의 소수력 에너지 잠재 프로젝트

Aksai

Issyk
Karatal

Kaskelen

Tal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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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발전소 명칭
Unit 1
Unit 2 (Kashkansai)
Unit 3 (Dabyr)
Unit 4
Unit 1
Unit 2
Unit 3
Unit 1
Unit 2 (Izvestkovaya)
Unit 3 (Kasymbek)
Unit 4 (Kozha)
Unit 5 (Kokte)
Unit 1
Unit 2
Unit 3
Unit 4

CO 2 감축량
21,200
31,954
22,778
22,778
24,607
27,666
17,047
35,000
18,835
36,884
20,995
43,960
29,733
31,868
24,462
33,595
3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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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은 송배전 단가가 높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원들은 기존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

4) 열 배관

열 배관에서의 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배관 단열의 일반적인 손실률, 밸브를 통
한 누출, 패킹 보정기 등에 이해 결정된다. 단열 배관을 사용할 경우 상당한 수준
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직경 700㎜의 단열배관을 사용
할 경우 1m당 CO2 감축량 추정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현재 50%에 불과한 열병합 발전 비율을 70%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약 250만
TOE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잠재량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열 배관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6~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CO2 1,0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
표-20.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 열 배관 개선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도시
Almaty
Astana
Semipalatinsk

700㎜ 배관 1m교체시
CO 2 감축량(㎏/년)
195
285
450

열 배관망 교체 길이
(㎞)
200
185
80

총 CO 2 감축량 (톤/년)
39,000
52,725
36,000

5) 열병합 발전

에너지 생산 및 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아스타나 제2열병합 발전소 확장 프로젝트는 2013~2015년에 추진할 계획인
데,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간 65만 톤 이상의 CO2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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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표-2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제2열병합 발전소 확장 프로젝트의 CO 2 감축 효과
(단위: 톤/년)

시나리오 A (효율성 향상이 수반된 확장)
시나리오 B (기준 시나리오)
시나리오 B - 시나리오 A

터빈 1기 설치시 CO2
발생량
510
835
325

터빈 2기 설치시 CO 2
발생량
1,020
1,670
650

6) 주거 부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도입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 절감은 30~40에 이르게
되며, 이를 주요 도시에 적용하면 아스타나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25~40만
톤, 알마티의 경우 50~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화된 열 공급 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 에
너지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자족형 건물에 근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11.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아스타나의 주거 부문 CO 2 감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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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축 시나리오 및 잠재성

에너지 및 열 생산에서 최상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총 에너지 소비 감소량은
2016년 2,000만 TOE, 2024년에 3,000만 TOE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에
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총 온실가스 감축은 2016년까지 베이스라인 기준 1,500~
3,000만 톤, 2024년까지 3,000~5,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연료 소비의 35%에 해당하는 6~700만 TOE가 한
계이며, 온실가스는 1,000~1,50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그림-1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에 따른 CO 2 배출 감축 효과

주: MARKAL 모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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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가. 다단계 연소(step-type burning)에 의한 열병합 발전소 효율 개선

1) 프로젝트 개요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에는 바르나울(Barnaul) 보일러 제작소에서 제작된 7개의
보일러가 있는데, 각각의 보일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치되었지만 긴밀히 연계
되어 운전된다. 연소로 전면에는 2열로 6개의 2중 선회식 버너가 설치되어 있다.
끝 열의 버너에는 2개의 연소용 공기공급 관로와 2개의 공기순환용 관로가 연결되
어 있는데 공기순환용 관로에는 별도의 석탄미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의 미
분기가 가동 정지되었을 경우에도 절반의 버너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각
각의 버너의 용량은 시간당 약 42Gcal(48㎿)이다.
평균적인 기계적 연소손실(qu)은 5.5%에 이르고 있으며 초기 가동을 위해 사용
되는 중유의 양(BM)은 연간 2,238톤이 요구된다. 연소로 운전을 최적화하는 경우
기계적 연소손실은 2.5%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일러에
서 단계적 연소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소장치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본 발전소에서는 연료로 사용된 석탄의 양(B)은 1,672,440
톤이었고 그 때 석탄 가격은 톤당 19 달러였다.
이와 같이 기계적 연소손실이 5.5%에서 2.5%로 감소되었을 때 절약되는 석탄
의 양과 그에 따른 열량 절약분 및 비용 절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석탄 절약분: ΔB = BㆍΔqu = 1,672,440 × 0.03 = 50,173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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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열량 = 4,449 Kcal/kg
열량 절약분: ΔQ’ = ΔB × 석탄 발열량
= 50,173,000 × 4,449 = 223,200 Gcal
비용 절감액: ΔЭ = ΔB × Cy = 50,173 × 19 = 953,287 달러
보일러 연소시 중유에 의한 착화 유지 없이 연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착화 유지를 위해 연간 2,238톤(BM)의 중유가 사용되며
중유의 가격(CM)은 톤당 110달러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과 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중유 연료비: C = BM × CM = 2,238 × 110 = 246,180 달러
중유 발열량 = 9,635 Kcal/kg
중유에 의한 열량 공급분: ΔQ = 9,635 × 2,238 = 21,563 Gcal
이와 같은 착화유지를 위한 중유를 사용하지 않고 연소과정을 최적화하여 기계
적 연소손실이 5.5%에서 2.5%로 감소되었을 때 운전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1,199,467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이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연간 98,017 t-CO2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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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자본비용 및 기대 수익

연소 시스템 및 연소기 설계, 제조 및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첫 번째 보일러
에 대략 25~30만 달러가 소요되며, 그 이후의 보일러에 대해서는 16~20만 달러가
소요된다. 발전소 전체를 열병합 발전기로 교체하면 약 120만 달러가 소요된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1~2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내 모든 열병합 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다.

나. 혐기성 바이오가스

1) 프로젝트 개요

현재 카자흐스탄의 농업은 토지의 비옥도가 낮고, 연료 및 비료의 가격이 상승
함으로써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혐기
성 바이오가스 기술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 규정 제363호 “국립 바이오 기술 센터 설립(2006.5.3)”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연료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 기
술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박테리아 처리를 통해 바이오 연료를 직접 만드는 방법은 농업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라 불리는 메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처리 후에 발생하는 거름은 이상적인 비
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농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하나
는 바이오가스이고, 나머지 하나는 매우 효과적인 비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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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이다.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하나로 알마티 지역 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추정 및 환경-경제적 효과의 평가는 생산 규
모에 따라 다르다. 농장과 유제품 생산시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달(Adal)사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기물로부터 하루 120㎥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연
간으로 환산하면 43,800㎥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료유 연소에 비해
3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시설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적용기술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가 나와야 구할 수 있다.

3) 총 자본비용 및 기대 수익

총 투자비용은 45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 폐기물에는 돼지 분뇨, 조류 배설물, 증류 폐기물, 도살 폐기물 등
을 포함한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는 환경적으로 청정한 비료를 사용하는 이점을 가
지며, 바이오가스는 열 생산 및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다. 기타

1) 제3호 열병합 발전소 건설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시 3호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80기의 기
존 보일러를 폐쇄할 계획인데, 온실가스 감축은 열병합 발전에서의 전기 에너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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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효율성으로 달성된다. 효율성 향상 시나리오(시나리오 A)는 기준 시나리오(시
나리오 B)에 비해 연간 약 5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표-22.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제3열병합 발전소 확장 프로젝트의 CO2 감축 효과
(단위: 톤/년)

터빈 1기 설치시
CO 2 발생량

터빈 3기 설치시
CO 2 발생량

시나리오 A (효율성 향상이 수반된 확장)

255

765

시나리오 B (기준 시나리오)

420

1,260

시나리오 B - 시나리오 A

165

495

2) 도시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카자흐스탄에서는 많은 양의 식물성 폐기물(짚, 목재 등)과 동물성 폐기물, 그리
고 도시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략적으로 식물성 폐기물은 연간 1,800만 톤, 동물성
폐기물은 약 2,210만 톤, 도시 폐기물은 약 500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 폐기
물의 사용만으로도 연간 1,400~1,500만 TOE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수집 및 분류를 포함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3) 연소 효율 개선

석유ㆍ가스 복합 발전소의 연소 효율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열과 증기를 생
산할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76만 t-CO2가 발생하지만, 연소 효율을 향상시키
면 연간 15만 t-CO2를 줄일 수 있다. 투자비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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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국제기구나
제3자의 연구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카자흐스
탄 국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용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기후변화 정책은 환경
부 주도로 수립,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 내에 교토의정서국을 별도로 설치하
여 온실가스 감축 및 이로 인한 배출권거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2년의 3억 2,300만 톤을 정점으로 공산권
경제의 붕괴와 함께 2000년에 1억 6,200만 톤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2007년에는 2억 4,700만 톤으로 다시
증가하여 1992년 배출량의 76.5%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 특히 발전부문에서의 전력 생산의 84%
가 석탄 발전이고 발전소의 대부분이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설비라서 단위 생산당
이산화탄소 발생이 대단히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1kWh의 전력 생산에 424g
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3배인 1,20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난방을 위한 열배관의 손실률, 밸브를 통한 누출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09년의 G8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2009년 중에 2020년
까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약속하였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가지 2005년 대비 4% 감축안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2005년 대비 4% 감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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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제사회에 공표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서 상당한 정도의 희생과 비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규
정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 및 다른 선진국
에서 진행되는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
고, 여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
발적 목표이기는 하나,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국내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권을 획득
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풍부한 나라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수출하는 수
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나라이다.
카자흐스탄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반면 이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
들기 위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기술과 자본 이전을 위한 협력 상대가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제개발 경험에 덧붙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설비 생
산 및 운영 효율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화력발전, 지역난방,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우호국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개최된 정상회담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원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협력과 함께 온실가
스 감축사업은 배출권판매 수익을 기대하는 카자흐스탄과 저렴한 비용의 배출권 획
득기회를 찾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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