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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Kwan Jo and Si Young Lee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개혁은 새로운 농업 형태의 설립과 토지 개혁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농업
형태는 농장의 주식회사화, 자영농과 개인 부업농 등이며, 토지 개혁은 국영, 집단 농장 소유 토지의
분할과 분배, 자영농에 대한 토지 분배, 토지 임대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의 농업 투자나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은 활발
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과 열악한 투자 조건이 원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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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
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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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
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 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조영관․이시영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
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부문 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
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중앙아시
아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 확
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개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
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
요한 농업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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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도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
투자나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조건이 열악한 이유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 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
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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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향후 10년간 국제 식량가격이 10 ~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제 식량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신흥개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구매력 향상, 바이오 원료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대, 농업 생산량 증대의 한계에 근거한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식
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UN은 식량부족으로 고
통 받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2009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는 기아로 고통 받는 저개발
국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안보 펀드 조성이 논의되었다. 또 2009년 9월 24 ~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식량안보가 기후환경
변화, 최빈국 지원과 더불어 주요한 의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식량 문제가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
연간 소비 식량곡물 가운데 4분의 3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주요한 국가정책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옥수수, 밀, 콩 등 잡곡류의 자급률은 5%에 불과한 상황으로, 해외 식량기
지 및 식량 안보를 위한 해외 직접투자, 해외 농업 협력 등이 새로운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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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한국의
새로운 농업 협력 지역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적절
한 기후 조건을 가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농업 협력이 식량안
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세계 6개국에 해외농업 기술센터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농업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투
자를 확대하여 식량 안보 및 농업 협력 기반 확보를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업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
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자본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이 과정은 국가들마다
다르게 진행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은 농업부문에서 구조조정과 토지 사유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농장 설립을 장려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
크메니스탄은 법적․정치적 개혁 과정을 거쳤으나, 실제 개혁의 실행은 지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시장 자본주의의 도입을 추진했으며,1) 타
지키스탄은 내전과 정부의 취약성으로 인해 개혁이 지체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농업 개혁의 과정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이후에는 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 국
가들간에는 농산물을 비롯한 교역이 원활하지 못했고, 각국은 독자적으로 국

1) Bloch et al.(20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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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여야 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규모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농업 개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
이 발생하였고, 개별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영양 상태가 악화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
침체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 시기에 주요한 산업이었던
농업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개혁 정책을 실시한 것은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농촌 인구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
이 한 가지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전체 국토에 비해 경작지로 이용 가능
한 토지의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수자원의 부족으로 경
작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공통된 특징
을 가진다.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 인프라 확대 및 경쟁
력 향상을 위해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으로의 부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농업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
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부문 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투자와 협력

2) 위의 글,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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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의 대중앙아시아 농업 협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우즈베키스탄
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현황과 협력 방안을 다룬 강명구(2009)의 연구와
우즈베키스탄 농업 개혁과 현황을 다룬 곽재균 외(2004)의 연구, 카자흐스탄
의 농업 개혁과 현황을 다룬 이상덕․유덕기(2000)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
구들은 주로 각국의 농업 현황이나 농업 개혁, 협력 방안을 개별적으로 다루
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나 투자 정책,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연
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앙아시아 농업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중앙아
시아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개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
는 3국의 구소련 해체 이후의 농업 개혁 과정과 현재의 농업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
자 유치 제도, 현황과 한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자료와 3국의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중앙아
시아 3개국의 농업투자 환경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현
지에 진출한 농업 관련 전문가와 투자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다. 인
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농업 투자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
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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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과 농업
개혁의 특징

1.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
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
업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에 포함되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에너지 자원을 보
유하고 있지 못한 키르기즈스탄은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개국에서의 공업과 농업 성장률은 조금씩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다음 [표 2-1]에서와 같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전반적으로 농
업이 침체되어 농업 성장률이 공업 성장률보다 낮은 편인 데 반해, 키르기즈
스탄은 농업 성장률이 공업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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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국가별 농업 현황과 개혁과
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표 2-1. 3국의 공업․농업 생산 증가율 비교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연 도
공업

농업

공업

농업

공업

농업

2001

114

117

108

105

105

107

2002

126

121

117

111

94

111

2003

137

123

124

117

110

114

2004

151

122

136

129

115

119

2005

159

131

146

137

101

114

2006

170

139

161

146

91

116

2007

179

152

181

155

97

118

2008

182

143

-

162

112

119

주: 2000년 = 100 기준.
자료: CIS 통계(2009. 1).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주요한 농업 생산지역이
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농업생산의 26%를 차지했으며, 구소련 밀 수출
의 1/3을 차지했다.
북부지역에서는 밀, 보리, 참외, 해바라기 등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관개 지역에서 면화, 사탕수수, 쌀 등이 재배되고 있다. 작물
재배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양, 말, 낙타 등 동물 사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중부와 남서부의 사막 지역에서는 계절별로 동물 사육을 위한 목장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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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카자흐스탄 경제 부문별 GDP 비중 ❚
(단위: %)

자료: EIU(2009. 7).

[그림 2-1]에서 나타나듯이, 카자흐스탄은 2008년 기준 농업의 비중이
GDP의 5.3%에 불과하며, 농업의 GDP 비중은 점차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
나,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08년 GDP 대비
비중은 농업 5.3%, 제조업 40.9%, 서비스업 53.8%이며,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 1,531만 4,000명의 43%인 654만 7,000명을 차지하고 있다.3)
카자흐스탄의 전체 국토면적은 272만 7,490km²이며, 이 중에서 농지는
222만 6000km²이다. 농지 중에서 경작지는 24만km²이며, 목초지는 5만km²,
방목지는 189만km²이다.4)
또한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생산 국가이며, 곡물 수출량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규모로 세계 5대 곡물수출국이다.
최근 6년간 카자흐스탄은 연간 540만 톤의 곡물생산 증가량을 보여 왔으며,
2008년 곡물 생산량은 약 1,5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통계청은 발

3) 2006년 기준, 세계식량농업기구; Б. К. Султанов(2009), с. 298.
4) 2005년 기준, 세계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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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연간 최대 곡물 생산 규모는 2,200 ~ 2,800톤에 이
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2-2. 카자흐스탄 지역별 곡물 생산량 ❚
(단위: 천 톤)

구 분
총 규모
아크몰린스크주
악튜빈스크주
알마티주
악티라우주
동 카자흐스탄주
잠빌주
서 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크즐오르다주
코스타나이스크주
파블오다르주
북 카자흐스탄주
남 카자흐스탄주
알마티시
아스타나시

2003년
14,777.4
3,112.2
542.0
1,058.8
1.2
614.7
795.2
611.1
608.0
256.6
3,337.6
294.8
3,047.3
497.4
0.2
0.3

2004년
12,374.2
2,475.4
373.9
977.2
0.4
672.4
676.8
371.1
570.0
252.3
2,393.0
354.9
2,782.4
474.1
0.3
0

2005년
13,781.4
2,966.8
220.7
979.8
0.1
561.4
655.1
149.6
269.8
259.2
3,537.2
286.6
3,493.4
400.6
0.5
0.6

2006년
16,511.5
3,475.9
129.3
967.3
0.1
516.4
431.1
271.0
401.7
256.2
4,733.0
354.7
4,613.0
361.0
0.2
0.6

2007년
20,137.8
4,456.1
459.2
1,059.5
0.1
711.5
425.9
422.9
554.1
263.3
5,899.3
514.8
5,027.9
342.4
0.3
0.6

2008년
15,578.2
3,011.6
553.6
659.7
0.4
196.0
152.5
714.4
350.0
218.3
4,790.2
185.6
4,550.2
195.3
0.1
0.5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2009).

앞의 [표 2-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곡물 생산지는 크게 코스
타나이스크주, 북 카자흐스탄주, 아크몰린스크주이며, 지역별 곡물 생산 비중
은 각각 30.7%, 29.2%, 19.3%에 이른다. 카자흐스탄 곡물 생산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총 1,990만㏊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이
다.5) 카자흐스탄의 주요 생산 농작물은 밀, 감자, 보리, 옥수수, 쌀, 콩, 해바
라기 등이다. 이 중에서도 밀은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다.

5) 대한무역투자공사, 알마티 무역관 자료(200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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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국가별 밀 생산량 ❚
(단위: 백만 톤)
2007년

순위

국 가

생산량

1

중국

109.3

2

인도

75.8

3

미국

55.8

4

러시아

49.4

5

프랑스

32.7

6

파키스탄

23.3

7

독일

20.8

8

캐나다

20.1

9

아르헨티나

18.0

10

터키

17.2

11

카자흐스탄

16.6

자료: 세계식량농업기구.

❚ 표 2-4. 카자흐스탄 밀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2007년

2008년

이란

24.3

0

80.3

아프가니스탄

6.2

10.5

44.1

투르크메니스탄

19.3

42.9

40.4

키르기즈스탄

15.5

29.7

33.2

타지키스탄

57.9

11.3

28.7

터키

4.2

166.4

28.3

국

가

2009년 상반기

그리스

2.3

1.3

16.1

우즈베키스탄

10.9

15.2

11.2

아제르바이잔

61.0

9.6

11.2

노르웨이
총

액

4.9

89.7

10.0

477.5

946.0

318.9

자료: 대한무역투자공사 알마티 비즈니스 센터 홈페이지.

[표 2-3]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밀의 생산량은 1,660만 톤으로 세계 11
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전체 곡물 생산 1,557만 톤 중에서 밀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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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만 톤이으며, 2009년에는 전체 곡물 생산 2,083만 톤 중에서 밀 생산
이 1,705만 톤이었다. 이처럼 밀 생산은 전체 곡물 생산의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표 2-4]에 나타나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의 밀은 이란, 중앙아
시아, 유럽, 중동 등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하며, 주요 수출국은 이란, 터
키, 노르웨이,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2007년 밀의 수출액은 4억 7,750만
달러이고, 2008년에는 9억 4,6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세계 5대
밀 생산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영기업인 ‘곡물계약
회사’의 지사를 영국, 러시아, 중국,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운영하며, 곡
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표 2-5. 카자흐스탄 쌀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이탈리아

0.3

0.2

0.9

러시아

2.1

8.2

0.5

우크라이나

0.6

1.7

0.5

벨로루시

0.4

0.8

0.4

우즈베키스탄

0

0

0.3

투르크메니스탄

0

0.05

0.2

키르기즈스탄

0

0.02

0

중 국

0

0

0

스페인

0

0.2

0

타지키스탄
총 액

0.02

0.1

0

3.4

11.3

2.7

자료: 대한무역투자공사 알마티 비즈니스 센터 홈페이지.

한편, 쌀의 생산량은 2007년 약 31만 톤이며, [표 2-5]에서 나타나는 것
과 같이,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이다. 카자흐스탄
쌀 주요 생산지는 크즐오르다 주로 전체 생산량의 86 ~ 90%를 차지한다.
2002년부터 카자흐스탄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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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31만 톤을 생산해 전년대비 45.6% 증가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연간 곡물 생산량 가운데 14 ~ 15%가 식품으로 가공되
며, 20%는 종자씨로, 60%는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산물 중 1%가량
은 매년 국가가 전매해 국고에 저장된다.
카자흐스탄의 곡물 수출의 특징으로는 2006년까지 CIS 역내 수출의존도
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카스피해에 곡물저장소를 건설하고 항만 개발
등을 통해 수출지역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수출통계에 따르면 2006년까지 CIS 역내 수출의존도는 약 62%였으나
2007년과 2008년도는 36개국에 곡물을 수출했으며, CIS 역내 수출의존도는
36%로 크게 감소하였다.

❚ 그림 2-2.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 ❚
(단위: %)

자료: EIU(2009. 7).

위의 [그림 2-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 수출품 중에서 농산물은 지하
자원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되는 농산물은 밀, 면화,
양모 등이다. 이러한 농산물 수출이 활발한 것과는 달리 일부 품목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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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축 및 유기농 분야는 공급이 매우 부족
하여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과일과 야채의 수입 비중은
43%, 우유의 수입 비중은 40%에 달하고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67%에 달
한다.
카자흐스탄 농업의 문제점은 전체 곡물 생산량 중에서 밀의 생산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밀 생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 11대 밀 생산
국이며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일, 야채, 우유 등을 수입
하고 있는 것은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는 이란, 흑해, 중국과
의 국경 등에 새로운 수출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악타우 항구에 있
는 곡물 수출 터미널의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민간의 농업 활동
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2005년 설립된 ‘카자흐스탄 농업연맹’의 활동이
활발하다. 농업연맹에는 자영농 연맹, 농기업 연합, 곡물 연합, 조류 사육
연합 등과 개별 농기업과 자영농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농업연맹은 회원
들에게 컨설팅, 법적 지원, 금융 지원, 기계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GDP 중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기준으로 GDP
중에서 농업 23%, 제조업 33%, 서비스업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Б. К. Султанова(2009), с. 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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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산업별 GDP 비중 ❚
(단위: %)

자료: World Bank(2009).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 2,698만 명의 63%인 1,708만 7,000명에 이르고,7)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국토면적은 44만 7,490km²이며, 이 가운데 경작 가능
지는 5만 400km²정도이다.8)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광범위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관개가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매우 적
다는 것이다. 전체 우즈베키스탄의 토지 중에서 경작지는 약 10%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두 개의 주요한 강인 시르다리야(Syr Darya)
강과 아무다리야(Amu Darya)강 사이에 대부분의 국토가 존재하고 이 두
강 유역에서 관개농업이 발달했다.9)
둘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GDP의 비중이 23%이지만, 종사 인구는 63%에 이르고, 면화, 섬
유 등 관련된 부문도 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
업부문은 GDP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국가 경제에 준다고 할

7) 2006년 기준, 세계식량농업기구.
8) 2005년 기준, 세계식량농업기구.
9) 곽재균 외(2004), p. 153,

21

제2장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과 농업 개혁의 특징 │

수 있다.
셋째, 농업 중에서도 면화와 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면화는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중요하며, 밀은 자급자족을 위해 중요한 농
작물이다.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미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과 더불어 주요 세계 주요 수출국이며, 중앙아시아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구소련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에서는 면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 생산을 감소시키고 밀
의 자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 이후 6년 동안 면화재배 면적은 1만
9,834km²에서 1만 4,876km²로 줄어들었고, 그 면적에는 밀을 위주로 한 곡
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밀은 면화, 채소 및 사료작물 등 다른 작물
을 대체하면서 재배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10)
넷째, 토지의 집중적인 이용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체 토지 중에서
60%가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으로 농업에 이용 가능한 토지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농경지의 관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면화가 재배되는 모든 지역은 관
개지역이였고, 이러한 농지에는 비료, 살충제 등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다섯째, 식량이 자급되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면화생
산의 집중에 따른 것으로 면화 이외의 다른 부문의 농업 생산물은 부족했고,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수입하여야 했다. 밀, 우유,
육류, 감자 등이 자급되지 못했다. 밀은 소비량의 66%를 수입했으며, 육류
30%, 우유 20%, 감자 50%를 수입에 의존했다.
소련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이행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대외수출이 안정적인 면화와 관련 산업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
었으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10) 위의 책,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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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침체를 적게 겪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6년 이후 회복을 시작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자원의 수출, 농업부문 수익의 다른 경제 부문
으로의 이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점차로 농업부문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농민들의 소득은 다른 부문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삼모작이 가능하고 온대성 작물 및 아열대성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중에서 농업 생산물의
수출 비중이 높다. 다음 [그림 2-4]에서와 같이 2009년의 경우 전체 수출
중에서 면화 수출의 비중은 12.5%였으며, 기타 농업 생산물의 비중도 8.5%
를 기록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연간 평균
350만 톤의 원면과 100 ~ 120만 톤의 면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도 340만 톤의 원면을 생산하였다. 또한 세계 3위 면화 수출국으로 생산되
는 면화의 75%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면화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은 전
체 수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포도, 참외류, 석류, 감 등의 과
일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의 국가들로 수출하고 있다.

❚ 그림 2-4.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 ❚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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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즈베키스탄 농업은 침체 상태에 있다. 2008년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의 절반에 불과한 4.5%를 기록하였다. 가축 생산은 6.7%
상승했으나 곡물 경작은 2.8% 성장에 불과하여, 전체 농업생산량 중 곡물의
비중은 46.5%를 기록하였다.

다.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 농업은 국가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은 GDP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35%에 이른다. 그러나 다음 [그림 2-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39.5%에서 2007년에
는 31.1%로 감소했으며, 2008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1990년대 전반에는 독립과 함께 보조금의 대규모 감축과 생산물과 영농자
재 상대 가격의 변화로 농업생산이 상당히 감소하여, 농업생산은 1995년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 그림 2-5. 키르기즈스탄 경제 부문별 GDP 비중 ❚

자료: World Bank(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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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생산 증가는 주요
곡물생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곡물생산은 전체 농업생산의 절반을 차지
한다. 곡물 이외의 주요 작물은 면화, 사탕무, 담배 등이다. 하지만 농업분야
는 내수의 부족, 수출시장 접근성의 취약, 국내 유통체계의 미발달, 낮은 투
자수준 때문에 아직도 저소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 이후 1995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이다. 2000년도의 생산량은 대부분 1990년
도 생산량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생산량은 정체 상
태를 보여왔다.

❚ 그림 2-6. 키르기즈스탄 주요 농업 생산물 ❚
(단위: 천 톤)

자료: 키르기즈스탄 통계청(2009).

앞의 [그림 2-6]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키르기즈스탄 주요 농업 생
산물과 생산량의 변동이 표시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농업 생산물의
생산규모는 정체되거나 곡물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대대
적인 투자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키르기즈스탄의 농업은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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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아시아 농업 개혁의 특징
농업 개혁의 주요한 내용은 농장 소유 구조 개혁과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
새로운 농업 형태의 설립 등이다. 농업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자영농, 개인부
업농의11) 농업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전체 농업 생산물 중 이 부문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기업은 과거의 집단농장이 법인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영농은 가족 노동력을 기초로 농작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영농 형태이며, 개인부업농은 역시 가족 중심의 소규모
농업 형태이다. 이 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에서의 자본주의 도입을 통한 농기업, 자영농, 개인 부업농의 설립과 토지
사유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농업 형태들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가. 카자흐스탄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
행되었고, 정부의 가격 통제는 1994 ~ 95년에 종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의 농업 보조금도 감소했고, 대외무역은 자유화되었다.
농업 개혁을 통해 대형 농장들은 생산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로 등록하였
다. 생산협동조합의 수는 2,380개였으며, 평균 보유 토지는 1만 4,000ha에
달했다. 또 주식회사는 2,706개였고, 평균 보유 토지는 8,500ha였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영 농장들의 수는 8만 5,000여 개였으며, 평균 보유 토지는
450ha였다. 생산협동조합, 주식회사가 전체 농지의 70%를 보유하였다. 개인

11) 구소련 시기부터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였던 농업 형태로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변의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농업이다. 이에 따라 국영농장, 집단농장에서의 농업 활동과 구분하여 개
인부업농으로 지칭되고 있다. 체제 이행기 농업 개혁이 진행되고, 농촌에서의 경제생활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
는 과정에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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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농은 평균적으로 0.8ha의 토지를 보유했으며, 대부분 감자나 야채를 생
산했고, 전체 농업 생산물의 45%를 생산했다.12)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하락하
였으며, 농장 경영은 위기 상황에 처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농업에
필요한 생산요소 가격들이 자유화된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은 것이 주요한 이유였으며, 생산 자금의 부족으로 과거의 대형 농장들이
정부에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8년 대형 농기업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997년 파산법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8년 대형 농기업을 건전한 농기업(전체의 21%), 회복 가능 농기업(전체
의 62%), 청산 대상 농기업(전체의 17%)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3)
이후 청산대상 농기업들은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회복 가능 농기업
중 일부는 소규모의 자영농으로 형태를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거치는 동안 농기업의 수는 축소되었고, 농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축소되었으며, 자영농의 수는 증가하였다. 자영농은 전체 농경
지의 40%를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부터 과일이나 야채 생산과 기계를
이용하지 않은 농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알마티 주의 남부, 아티라우, 동 카
자흐스탄, 잠빌, 남 카자흐스탄 등 남부 카자흐스탄에서는 자영농과 개인 부
업농의 농경지 보유 비율이 69%에 달했으며, 대형 기계를 이용한 농업이
주류를 차지하여 대형 농기업이 많았던 북부 카자흐스탄에서는 자영농과 개
인 부업농의 농경지 보유 비율이 30%에 불과했다.14)
농업개혁으로 발생한 자영농과 개인부업농이 농업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
하였다. 자영농은 다음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되었다. 첫째, 가족이나 국

12) Deshprande(2006), pp. 147-148.
13) 위의 책, p. 148.
14) 위의 책,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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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장의 작업조인 ‘브리가다’가 농지나 생산수단을 임차하여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우선 무상으로 받은 농지를 가지고 기존의 국영농장이
나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 후 몇몇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농업 개혁 이후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셋째, 도시민이나
농촌 거주민들이 국가 소유 농지로 이주하여 자영농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특별 보조금, 농촌 이주 기금, 은행 융자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넷째, 기존의 개인 부업농들이 점차 상업농으로 전환하여 자영농을 형성하는
경우이다.15)
2007년을 기준으로 농기업은 7,340개가 있었고, 농산물 총생산의 25.2%
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농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15만 8,000명이었다. 그러나
전체의 21%인 1,531개의 농기업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 그림 2-7. 카자흐스탄 농업 형태별 농산물 생산 비중 ❚
(단위: %)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2009).

자영농의 수는 16만 1,000농가이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경지면적 248ha
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 앞의 [그림 2-7]에서 알 수 있듯이, 자영농은 카

15) 이상덕․유덕기(2000),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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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 농업 총생산 중 23.5%를 생산하고 있다. 개인부업농은 농업 총생
산의 절반 이상인 51.3%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6. 카자흐스탄 농업형태별 농경지 이용 비중 ❚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농기업

55.7

52.9

51.6

50.5

49.5

자영농

43.9

46.7

48.1

49.1

50.1

개인 부업농

0.4

0.4

0.4

0.4

0.4

100

100

100

100

100

합

계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2009).

경제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국영농장, 집단농장, 국영 양계장 같은 큰 농기
업의 사유화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는 새롭게 형성된 자영농들의 생산
성은 낮았다. 농산품과 공산품간의 가격 불균형, 농업하부구조의 붕괴, 실질
적인 정부 보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농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 부업농은 일부 농산물의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9년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부업농은 감자 생산의 84.87%, 육
류 생산의 70.46%, 우유 생산의 70.41%를 차지하였다.16)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 ‘2009 ~ 2011년 카자흐스탄 농기업의 지속적
인 발전 방안’을 정부령으로 발표하여 농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농업발전에 약 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최대 국영 농
업기업인 ‘카즈아그로’는 농업발전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
려졌다. 정부의 지원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분

16) 위의 책, p. 314.

29

제2장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과 농업 개혁의 특징 │

야는 곡물부문, 육가공 및 유제품 생산부문, 과일 생산부문 등 생산부문과
온실재배 시설, 야채 보관창고, 도축시설 등 설비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된다. 또한 농업부 산하의 25개 연구기관을 구조 조정하여 ‘카즈아그로이노
베이션’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카즈아그로이노베이션’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상업적 이용, 외국 농업기술의 도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계 경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농업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세계
은행으로부터 9,61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여 추진되는 ｢농업민영화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곡물수확과 관련된 보험 지원, 마이
크로 파이낸스 제도(MFI: Micro Finance Institutions) 확대 시행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5년 4월 28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세
계은행의 8,310만 달러 차관 제공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 경쟁력 향상 프
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농업, 어업, 산림분야 연구개발, 농산물 마케팅 증대
와 농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개혁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0년대에 일련의 법을 통해 공
업지역, 상업지역, 거주지역에 대한 토지 사유화를 허용하였다. 이후 1991년
토지 개혁법을 통해 개인 자영농 토지의 영구 이용권과 상속권을 허용하였
으며, 1994년의 대통령령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토지 매각, 임대, 상속, 담보
권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의 민법에서는 다양한 법적 농업 형태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산자 조합, 주식회사, 다양한 형태의 합자회사,
자영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의 토지법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형태
로 99년 동안 농업용 토지에 대한 임대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03년 발표된 토지법에서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처음으로 농업용
토지의 사유화가 허용되었다. 또한 2003년의 토지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농업용 토지 소유권과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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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법에서는 형태별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
다. 개인부업농의 경우에는 0.25ha의 비관개 토지와 0.15ha의 관개 토지를
보유할 수 있으며, 개별 집 건축을 위해서는 0.1ha 그리고 다차용지로는
0.12ha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7)
카자흐스탄의 토지 사유화는 러시아의 토지 사유화 제도를 많이 수용하였
다. 우선 집단 농장 소속의 농민, 연금생활자와 농장 소속의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지분을 할당하였다. 지분은 농장 소유의
토지를 구성원 수로 나눈 것으로 농장마다 달랐다. 2002년의 조사에 의하면,
토지 지분 보유자들 중 18%는 새로 형성된 농기업의 자본으로 전환하였고,
29%는 자영농을 설립하였으며, 4%는 농기업에 매각, 3%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 18%는 정부에 반환, 28%는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18)
세계 식량기구와 세계은행은 대형 농기업의 수를 줄이고, 소형 농기업과
자영농을 늘리는 형태의 농업 개혁이 그 자체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지적
했으며, 실제로 농업 개혁이 진행된 이후로도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

나. 우즈베키스탄
소련 초기,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는 면화, 곡물, 과일, 야채, 가축
등이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집단농장화 이후 점차
로 면화의 중요성이 커졌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 면화의 생산면적도
140만ha에서 200만ha로 증가되었다. 면화는 독점 곡물화되었고, 우즈베키스
탄은 세계에서 가장 면화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17) Deshprande(2006), pp. 141-143.
18) 위의 책,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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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도 면화 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면화 부문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가 되었고, 외화획득에
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면화 부문에 대한 지원은 과거의
밀, 과일, 야채 등 농업 생산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많은 물의 공급을
필요로 하여 염분화, 토지 부식, 물 오염, 아랄해 사막화 등 여러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1930년대 집단화 이후,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은 국영 농장과 집단 농장
으로 재조직되었다. 1991년 독립 당시, 약 2,000여 개의 대규모 농장들이
대부분의 농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약 3%의 농지는 200만 가정에 의해 야
채 밭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면적은 0.12ha에 달했다. 그러나 다른
구소련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경작되는 소규모 토지가 전체 농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 25%에 달했다. 이것은 좋은 품질의 작물과 가축,
노동력이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발전 전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느린 개혁이 진행되
었다. 2003년이 되어서야 대형 농기업의 사유화가 실시되었고, 면화와 밀에
대한 낮은 가격으로의 국가 수매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농업의 다른 부문은
1990년대 초에 자유화되었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은 협동조합(shirkat)으로
전환되었다. 개인 농장은 1990년 말까지는 토지의 부족, 농장의 개별화 시스
템 부재 등의 이유로 일반화되지 못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정부가 선택한 이행기 발전모델에 영향을 받
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부문의 면화 생산 소득으로 에너지나 자동차
부문과 같은 전략 부문에 투자하거나 도시의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
하였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적 독립 전략으로서 밀 생산에서의 자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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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우즈베키스탄 농업 개혁과 사유화의 주요 원칙은 사유화보다는 탈국가화
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국영농장을 폐지하고, 각각 다른 사유
화 단계의 다양한 농업 형태를 설립하되 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형태에는 집단농장, 협동조합, 합자회사, 임대 농장, 농기업, 개인
가축 농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국영농장의 수는 1991년
1,137개에서 1996년 55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협동조합이 주요한 농업 형
태로 등장했다.19) 그러나 이러한 탈국유화와 함께 국가는 개혁과정을 통제
하고 농업 수로, 국가 조달, 가격, 보조금, 대출, 판매 등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은 여전히 국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농촌
경제를 이전하는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주요 조치들을 보면 1991년에는 집
단농장, 국영농장 및 기타 농업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면제를 실시했으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농산물에 대한 가격통제의 점진적 철폐를 실시했다.
1993년에는 국영농장을 집단농장과 농업기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1994년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업이나 서비스 분야와
같은 비 농업분야로 옮길 것을 명령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20)
초기 농업 개혁에서 정부는 각 가정이 개인 부업 형태로 개별적으로 이용
하는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1993년까지 65만
가구가 새롭게 토지를 분배받았고, 160만 가구의 경작 면적이 증대되었다.
독립 초기, 정부는 대규모 농장에 대한 개혁은 서둘지 않았다. 따라서 1990

19) Bloch(2002), p. 8.
20) 곽재균 외(2004),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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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기 농업부문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집단 농기업과 개인부업농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1998년에는 몇 개의 중요한 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들은 농기업법, 개인부업
농(Dekhkan) 농장법, 국유토지 측량법, 토지법 등으로 농업부문의 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은 사유화의 정도와 생산 규모 등에 따라 세 가지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영부문이다.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국영 농장, 국영 농
기업, 농업 관련 국영기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대규모 농기업이다. 여기에는 집단농장, 협동조합, 농기업 연합 등
이 포함된다. 이 형태의 농업부문이 우즈베키스탄 농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이 부문은 정부로부터 주문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정부 소유의 기계와 정부가 제공하는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영
부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대규모의 농기업들은 면화와 곡물 생
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체로 이 두 농작물은 거의 대부분 정부
에 매각된다.
셋째는 개인 가축농, 자영농, 개인부업농 등의 사부문이다. 이 부문은 개
별적으로 운영되지만 관개수, 기계 등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자영농법은 면화와 곡물을 생산하는 자영농의 관개 토지의 규모를 10ha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텃밭을 운영하는 개인에게는 1ha 이하의 토지를 할
당하도록 했다. 자영농들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으며, 협동
조합들은 자체 필요 농기계가 부족하여 자영농에게 농기계 서비스를 제공하
기가 어려웠다. 사유화 초기 국영농장으로부터 헐값에 농기계를 구입한 개인
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를 위한 비용은
매우 높아 임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농기계 부족 현상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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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파산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21) 과거
국영 농장, 집단 농장 소속의 기계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계-트랙터 센터
(MTS: machine-tractor stations)는 주로 대형농장의 경작에 이용되어 자영
농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영농의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자영농의 이
용 경작지는 1998년 전체 경작면적의 11%를 차지했다. 또한 평균 경작 면
적도 1992년 7.4ha에서 1998년에는 19.6ha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영농은
면화와 주요 곡물 생산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농은 1998년
전체 곡물의 7%를 생산했으며, 감자, 야채, 과일의 2 ~4%를 생산했다.

❚ 표 2-7. 우즈베키스탄 자영농 수와 규모 ❚
구 분(단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수(천 개)

1.9

5.9

7.5

14.2

18.1

20.7

23.2

전체 면적(천ha)

14

45

71

193

265

401

455

전체 경작지 중 비율(%)

0.3

1.1

1.7

4.6

6.6

9.7

11.3

농장 별 토지 면적(ha)

7.4

7.6

9.5

13.6

14.6

19.3

19.6

자료: European Commission(1998); Bloch et al.(2002), p. 11에서 재인용.

1991년 이후, 개인 부업농의 활동도 증가하였다. 1992년 농촌 거주자들이
관개 토지 0.25ha 또는 비관개 토지 0.5ha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 수가 크게 증가했다. 1997년 개인 부업농이 이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관개토지의 15%에 달하는 65만ha에 이르렀다. 개인 부업농은
1995년 육류 생산의 76%, 우유의 81%, 달걀의 66%를 생산하였고, 1998
년에는 감자의 80%, 야채의 80%, 과일의 60%를 생산하는 등 몇 몇 농산
물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22)

21) Bloch(200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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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우즈베키스탄 개인 부업농 면적 ❚
(단위: 천ha)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개인부업농의
전체 면적

274

554

571

588

602

이용가능면적

226

463

477

489

499

구

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1997); Bloch et al.(2002), p. 12에서 재인용.

최근 우즈베키스탄 농업에서는 농기업의 농산물 생산 비중이 크게 감소하
고, 자영농, 개인부업농의 농산물 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의 [표 2-8]에서 나타나듯이, 개인부업농의 이용농지 비중도 점차로 증가
하였다.

❚ 그림 2-8. 우즈베키스탄 농업 형태별 농산물 생산 비중 ❚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2009. 1. 1 기준).

22) 위의 책,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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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업농은 특히 우유의 96.8%, 계란의 61.8%, 양모의 약 83%를 생산
하고 있으며, 앞의 [그림 2-8]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농산물의 65.3%를 생산
하고 있다.23)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자영농의 수는 10만 4,289농가이며, 이들이 이용
하는 평균 경지면적은 57ha에 이른다.24) 이들은 주로 곡물과 면화를 생산하
고 있으며, 곡물의 79.2%, 면화의 99.1%, 포도의 51.5%, 딸기의 46.3%를
생산하고 있다.25)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곡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 중이다. 이에 따라 면화 생산지가 감소하고, 곡물 생산지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면화 생산 지역이 전
체 농경지의 44%에서 35%로 감소되었고, 사료용 곡물 재배 면적도 25%
에서 13%로 감소되었다. 반면, 시리얼 생산지는 24%에서 44%로 증가하였
고, 생산지역도 101만ha에서 192만ha로 증가하였다. 1997년에는 곡물 생산
량이 28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식량 수입량이 감소하였다.26)
이러한 곡물 생산 증대는 우즈베키스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면화 생산량이 많았던 페르가나 지역이 이러한 경향이 높았으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다.
2008년 10월 ｢파종 농지 최적화와 곡물 생산 확대 방안｣에 관한 정부령
을 발표하여, 면화 생산 농지 7.5만ha를 곡물 생산 농지로 전용하였다. 이
결과 2008년 곡물과 면화를 포함한 경작지는 361만ha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곡물 생산에 사용된 경작면적은 160만ha(이
가운데 밀 생산지가 130만ha)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되었고, 면화 생

23) 우즈베키스탄 통계청(2008).
24) 우즈베키스탄 농수자원부(2009).
25) 우즈베키스탄 통계청(2008).
26) Bloch et al.(2002),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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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140만ha로 전년도에 비해 1.8% 감소하였다.
이처럼 면화 재배지역이 감소하고 곡물 생산지역이 증가한 것은 밀의 생
산규모를 늘려 식량 자급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에 따
른 것이다.
2009 ~ 11년 기간 동안 정부는 육류 가공, 우유 생산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육류 가
공 분야에 200개, 우유 생산 분야에 210개의 농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토지 개혁과 관련하여 2006년 ‘토지 사유화에 관한 대통령령’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유화를 실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
나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는 1990년대에 농업부문의 사유화를 실시했으며, 국영농
장의 생산이 감소하고, 개인농장과 농업인들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
말의 농업부문 소유형태별 경제 주체수를 보면, 국영농장이 58개, 협동농장
을 포함한 사유화된 농장이 609개, 농가가 6만 2,000가구였다. 사유화된 농
장은 282개의 협동농장, 282개의 농업협업체, 45개의 농업합자회사로 구성
되어 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토지 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정책이 이행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2000년까지 토지 매매는 제한되었고, 2003년
농지 사유화 비율은 겨우 6%에 불과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대규모의
토지 사유화가 실시되었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 결과 25만의
자영농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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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키르기즈스탄 농업 형태별 농산물 생산 비중 ❚
(단위: %)

자료: 키르기즈스탄 통계청(2009).

다른 중앙아시아 농업 국가들에서와 같이 농업 개혁을 통해 개인부업농과
자영농이 전체 농업 생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림 2-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8년을 기준으로 자영농은 전체 농업 생산
물 중에서 63%를 생산하고 있으며, 개인부업농은 35%를 생산하고 있다.

❚ 그림 2-10. 키르기즈스탄 농업 형태에 따른 농산물 품목별 생산 비중(2008년) ❚
(단위: %)

자료: 키르기즈스탄 통계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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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2-10]에서 나타나듯이, 자영농은 거의 모든 농업 생산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부업농은 우유, 육류, 양모 등의 생
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 개혁과 관련하여,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독립 이후 1991년 토지법을
발표하여,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기업과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1991년 토지법에서 정부는 농업 생산협동조합, 주식회사와 함께
개인 농기업, 자영농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체제 전환기의 경제적 어
려움 속에 이러한 개념의 토지 이용은 당시에는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1993년 정부는 1991년의 토지법을 중단시키고, 1994년 대통령령으로 새로
운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이후 토지 개혁과 농업 개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대통령령은 과거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의 토지를 개인
에게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장 소유의 기계와 가축도
분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1999년에 발표된 토지법은 최초로 개인의 토지 사유, 임대, 상속 등이 가
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개인들은 협동조합, 협회 등의 형태
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존의 집단농장들은 구성원
에게 자영농으로 분할되거나, 주식회사로 형태를 전환하거나, 파산을 선언하
고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27) 한편 외국인은 건물은 구입할 수
있으나 농지 등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임차만이 가능하다.
2001년 정부는 ‘농업용 토지 경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여 농촌의 토
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1999년 토지법과 2001년의 특별법을 통해 정부는 농촌 토지 재분배 기금
(Agricultural Land Redistribution Fund)을 설립하여, 집단농장이 보유한
질이 좋은 관개 토지의 일부를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후 자영농

27) Deshprande(2006),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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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이 토지들을 임대하여, 농업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었다. 그
러나 임대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임대한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여 수익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방법은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농업용 토지의 매입자격은 농촌에 거주한지 2년이 넘는 18세 이상의
내국민에게만 주어졌으며, 매입 한도는 50ha 이하였다. 그러나 목축을 위한
방목지는 모두 정부 소유라는 점도 특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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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와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
중앙아시아 농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수자원 이용 문제
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기계의 노후
화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관개
시설의 노후, 농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부족 등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수자원 부족과 사막화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의 문제점으로는 수자원 부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
아에는 주요한 두 개의 강이 있다. 우선 키르기즈스탄에서 발원하여 우즈베
키스탄 동부 곡창 지대인 나망간(Namangan)과 타지키스탄의 북부 및 타쉬
켄트주, 시르다리야주를 거쳐 카자흐스탄을 통과해 아랄해로 유입되는 시르
다리야(Syr Darya)강이 가장 길이가 긴 강이다. 또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하
여 우즈베키스탄의 최남단인 테르메즈(Termez)와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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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탄 서북부인 우르간치(Urganch), 누쿠스(Nukus)를 지나 아랄해로 유입
되는 아무다리야(Amu Darya)강이 중요한 강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수자원의 80%가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형성되어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공급되고 있다.
구소련 시기에는 상류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보유한 수
자원을 중앙아시아 농업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였고,
겨울에는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이 국가들로부터 석유, 가스를 공급받
아 왔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각각 개별 국가로 독립하게 되어 중앙아시
아 국가들 간의 수자원 이용 부문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하류 국가들의 농업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자원을 공급하지 않고, 자국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겨울에 방
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아랄해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여, 아랄해의 담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아랄해는 한때 세계 4번째 크기
의 호수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아랄해의 물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면적이
급감했다. 이것은 옛 소련 시절 아랄해 주변 5개국이 무분별한 거대 토목공
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광대한 면화 경작 지
역에서 소비한 것도 아랄해 담수량 감소의 큰 원인이 되었다. 과거 가장 면
적이 넓었던 시기에 비해 호수 면적이 90%나 줄었고, 수량이 줄면서 염도
가 높아져 민물고기들이 거의 살기 힘든 바다로 변해 갔다. 주변국들과 국제
기구들이 아랄해 살리기에 나섰으나 쉽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된 지 20년이
지났어도 호수가 회생되지 않자 아랄해의 4분의 3을 관할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보존 노력을 포기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관개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이 수로에서 유실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시르다리야강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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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리야강이 대부분의 수자원을 구성하는데, 수원의 대부분(약 90%)은 상
류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서 생성된다. 아무다리야강의 연간 유량은
75km³, 시르다리아 강은 35km³로 추정되어 두 강을 합한 연간 총유량은
110km³로 추정되며 이 두 강이 우즈베키스탄 물 수요의 80%를 공급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물 사용량은 62 ～65km³이지만 중앙아시아 국가간 수
자원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매년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으로부터
41km³의 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한 물은 중소하천이나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한다. 물의 용도별 이용비율은 음용수가 4.0%, 산업용이
2.2%, 수산업에 1.3%, 농업용 관개목적이 91.6%, 기타 0.9%로서 대부분의
물이 관개목적으로 이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물의 관개효율은 매우 낮아
40%의 물만이 경지에 도달하고, 40%는 관개수로에서 나머지 20%는 관개
중에 소실되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지하수의 개발은 토양의 염분집적을 초래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부분(96%)의 우즈베키스탄 경작지는 인위적인 관개지이
므로 새로운 관개경작지 개발을 위해 강과 저수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28)
카자흐스탄 농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환경적 문제점은 북부지역에서 부식
토의 고갈,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 염분화이다. 대
부분의 문제점은 소련연방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독립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관개지역(235만ha)은 거의 모두 염분화의 심각한 위험에 직
면해 있다. 관개로 발생한 염분화는 염도가 높은 물의 사용, 부적당한 관개
기술, 배수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염분화는 식수에서도 진행되고 있으
므로, 이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8) 곽재균 외(2004),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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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사막화의 원인과 피해 면적 ❚
황폐화 주요 원인

영향 면적

농업 활동

토양 유실 영향 1,700만ha
부식토 손실 14억 톤(유기물)

관개

2차적인 염분화 위험 100만ha

광업과 산업

기름 오염지역 19.4만ha

산불(1997년)

20만ha

과도한 방목(1990～ 96년)

목초지 피해 1,000만ha

황폐화된 면적

66%(1억 7,990만ha)

자료: IBRD(2004).

중앙아시아 지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른 문제 가운데는 토
지의 사막화가 있다. 카자흐스탄 토지의 약 60%는 사막화 과정의 영향을
겪게 될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앞의 [표 3-1]은 사막화의 원인과 그 영향
을 받고 있는 지역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이 부
족하며 사용되고 있는 수자원조차도 염분화가 진행되고 있고 토지는 사막화
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나. 기계 설비의 노후화
1991년 독립 이후 농업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농업기계의 문
제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모두 농기계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부품 공급중단으로 대부분의 노후기계는 가동이 중
단되었으며, 신규 생산되는 농기계는 농기업과 자영농의 구매력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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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지체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농기계의 80%가 교체되어야 하는 상태이지만, 현재 트
랙터의 연간 교체율은 0.87%에 불과하고, 콤바인의 교체율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기계의 노후화는 농업 생산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설탕, 닭고기, 식물성 기름, 우유 가공품 등이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외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2002년도 농기계 현황을 보면 총 트랙터 보급대수
는 2만 5,576대이며, 이 기계들의 평균 가동률은 64.7%에 불과하다. 이외에
파종기의 총 대수는 3,416대이며, 가동율은 59%이다. 또 양수기의 보급 대
수는 477대인데, 가동률은 47.4%에 불과하다.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부품공급의 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전기료 부담의 어려움
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기계 설비의 노후화 문제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외에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키르기즈스탄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노후화된 기계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생산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생산된 식품들의 품질이 낮다. 또한 상품 포장이
나 저장 방법의 문제도 생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 결과, 낙농회사들
은 수출을 하지 못하고 내수판매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는 식품가공산업에 투자를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매년 생산량의 규모는 동일한 수준이며, 자금의 부족으로 생산개발과 시설의
개보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업의 생산력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농기계가 노후 되었거나 부족하다. 또한 농기계 외에도 농업 관련
식품 가공부문에서의 기계설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기계설
비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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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에서는 농업 발전에 필요한 도로, 창고, 철도, 항공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 환경과도 관련된다. 대체로 운송거리
가 길어 운송시간이 길고, 보관 시설이 부족하여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긴 운송거리와 저장시설의
부족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세계에서 9번째의 영토를 가진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내륙국가로서 운송 기반이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철도의
밀도는 5.6㎞/천km²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
탄의 9.8㎞/천km², 타지키스탄의 6.6㎞/천km²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운
송기반의 부족으로 물류 효율성이 낮다.29) 이것은 결국 농업 생산물의 운송
시간을 지체시켜,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농산물 저장 시설에도 문제가 많아 주요 생산품목인 밀은 대형 농업
회사에 의해 생산․관리되고 있어 매우 발달한 것으로 평가되나, 나머지 품
목은 저장시설․저장기술 등이 모두 낙후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도로가 화물운송의 88%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로의
유지,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 운송 차량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러시아산 화물차인 이 차량들이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서유럽으로 트럭 화물운송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철도의 경우, 차량이 낡아 많은 하주가 이용을 꺼려하고 있

29) 윤성학 외(2009),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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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철도 차량의 마멸 정도가 디젤기관차 76%,
전기기관차 30.8%, 화차 70%, 객차 49.1%에 이르고 있다.30)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대부분의 화물 운송이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나, 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신선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농산물은 수송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농산물 운송 기반이 취약하며, 농산물의
유통구조․유통시설․유통정보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갖추어지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저장의 문제는 구소련 시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독
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자가 부진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
었다. 농업 생산물의 운송과 저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문에
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며, 이는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2. 중앙아시아 농업 문제 해결 정책
가. 수자원 이용 국제협력과 관개시설 건설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 이용에 대한 협력을 최초로 시도하여
‘국가간 물조정 위원회(ICWC: The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를 통해 수자원에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국가들은
국가별로 물 소비량을 정하고 물과 에너지의 교환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 물 공급 국가에 대한 보상 문제로 우즈베키스탄이 합의안에 서명을 거
부하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

30) 위의 책,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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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 사이에 수자원 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2000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은 합의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추-탈라스
(Chu-Talas)강의 수자원 이용에 대해 키르기즈스탄에 보상을 하기로 했다.
2006년에 Chu-Talas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조정을 위한 최초의 협력 활동이었다.
수자원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전력 부족에 따른 것이므로 전력 생산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계획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나린(Naryn)
강에 두 개의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이 구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
부도 여름의 물 부족과 겨울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초 남카자흐스
탄에 콕사라이(Koksarai)댐 건설을 승인했다. 또한 타지키스탄에서는 상투딘
(Sangtudin)-1 수력 발전소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다. 소련 시절
부터 계획되어 왔던 로건(Rogun) 수력 발전소는 러시아 알루미늄 대기업인
루살(Rusal)의 참여로 건설되었으나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타지키스탄 정부
의 주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장기적인 것으로, 현재의 수자원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4월 아랄해 보호 UN 국제기금의 후원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수자원
공급국과 소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등, 수자
원 문제는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는 최근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복구
프로젝트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세계은행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1년부터 8,800만 달러를 투입해 코카랄 댐을 건설하고 시르다리
야 강의 물줄기를 일부 아랄해 쪽으로 돌리는 등 호수 복원 프로젝트를 시
작했다. 민물고기가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염도도 낮아졌으며, 세계은행
에 따르면 민물고기 어획량도 증가하고 있다.31)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관개 시설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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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것은 부족한 수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
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 경제적 침체 속에 관개 시설은 노후되었고, 이에 따
라 운하, 댐, 수로 등의 관개 시설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대부분
의 수리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 물의 염분화, 불규칙적인 수자원
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농업의 생산성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관개 시설에 대한 보완과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농업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
인프라 건설,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9,229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17개
프로젝트 중 중국 정부와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국영기업이 6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나머지 투자기관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PEC 등으로,
개별 투자국으로는 중국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최대 농업 프로젝트는
남 카라칼팍스탄 지역의 배수시설 건설로, 전체 투자액 7,455만 달러 중
6,000만 달러가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이다. 2004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0만ha의 농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페르가나 지방의 관개배수시설 개선 프로젝트로
6,554만 달러를 지원받았다.32)
키르기즈스탄에서도 관개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국가관개복구전략’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개 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
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개 시설 확충에 세계 기구들의 투자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개 문제가 해결되어 중앙

31) 연합뉴스(2009. 10. 26).
32)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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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기계 설비의 공급 및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노후화된 기계 설비를 교체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
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만 6,400여대의 주요 농기계
를 구입하였다. 2007년 국영농기업인 ‘카즈아그로’ 계열사인 ‘카즈아그로피
난스’는 2,200만 텡게의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로부
터 고성능,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농기계를 구매하였다.

❚ 표 3-2.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
(단위: 백만 텡게)

구

분

수입 및 국내 농기계 품질검증
농기계 설비 등록 및 생산품 확대
농기계 리스를 위한 대출금리 보상 및 지원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

-

100.0

63.0

217.6

63.3

-

158.2

-

63.3

375.8

163.3

자료: 2006～2010년 AIC 지속적 발전을 위한 2006～2008 선행프로그램(카자흐스탄 농업부).

앞의 [표 3-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즈아그로피난스’는 농기계 수입, 농기
계 리스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용도에 따라 보조금
을 지급하거나 효과적인 경작방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지역별로 122개의 기계제조 기업이 있으나, 대부분은 소
규모의 단순한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대형 복합 농기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독일 CLAAS사의 361대의 트랙터와 286대의 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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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을 수입하였으며, 카자흐스탄도 노후한 트랙터, 콤바인 등의 교체를 위
해 러시아 Rostselmash사와 독일의 CLAAS사로부터 농기계를 수입할 계획
이다.
농기계 산업 성장의 문제점으로 기계설비의 부족, 불투명한 농산업계획,
농기계관련 전문가 부족, 고도기술 및 신기술 미도입, 생산기반시설 부재 등
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농기계 생
산업체 육성, 농기계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하부 조직
육성 등을 통하여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고 농기계 생산업체 현대화와 기계
제작 전문 인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노후하고 부족한 농기계를 주로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는 농기계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주로 시행하
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독자적 생산을 통해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도로나 철도의 운송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이
것이 농업 생산물과 농업 관련 생산물의 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6년 3월 ‘2015년 국토개발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전략을 통해 기존의 운송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적인 물류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교통시스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쿠스타나우와 악튜빈스크를 연
결하는 새로운 철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 북부의 농업 생산 지역에 가축 사
료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악타우 항에 새로운 곡물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33)

33) Oxford Analytica(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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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 정책을 추구하여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은
국민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농업 비중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수출 경쟁력 및 생산성이 매우 낮아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산 복합체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또는 농산업(Agro-industry) 발전 모델
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 도입, 농가공품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통제가 깊
이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국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투자국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 분야 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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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리고 토지 사용권과 식량 수급이라는 국가적 또는 인간의 기본적
인 사안이 겹쳐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필요하다. 4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농업 투자 유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의 농업 분야 투자 전
망과 협력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는 2003년 1월 제정된 외국인 투자
법(Law on Investment)을 기본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에 동등
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외국 투자자들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권리 보호 등 투자 유치
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법체
계가 불완전하여 외환관리 및 외환 통제, 전략산업 보호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 투자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투자
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카자흐스
탄 정부는 2005년에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독자적 평가를 진행하고, 외국
인 투자 정책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상 논의를 수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
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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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제정된 ｢新외국인 투자법｣은 1994년 12월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과 1997년 제정된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법’을 통폐합하여 제정
되었다.34)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정부가 지정한 투자 촉진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으로, 우선 투자 분야에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인 식료품 및
가공품, 임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센티브는 [표 4-1]과 같이 세제 및 관
세 혜택, 국가 재산 공여의 형태로 주어지고, 각 산업별 투자한도 금액에 대
한 인센티브 제공기간은 정부가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표 4-1. 우선 투자 부문 인센티브 주요 내용 ❚
번호

유 형

1

세제 혜택

2
3

관세 혜택
국가 재산 공여

내
용
․ 법인세 최대 5년간(경우에 따라 최대 10년간) 감면 또는 면제
․ 재산세 최대 5년간 면제
․ 토지세 최대 5년간 면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 건물, 설비 등을 무상 임시로 공여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실무가이드 카자흐스탄(2008)을 참고로 필자 작성.

세금 혜택의 기간은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 최대 5~10년, 재
산세 최대 5년, 토지세 최대 5년으로 고정자산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최대투자한도는 162억 5,000만 텡게(약 1억 906만 달러)이며 이 금액을 초
과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된다.
관세에 대한 특혜는 투자를 위해서 수입하는 설비, 원료 등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생산된다 하
더라도 기준 사양(Standard Specification)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제
공된다.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기간동안 관세가 면제되고, 기간은 최대 5년으
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설비 등을 투자 법인에게

34) 이 법안은 2005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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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시 현물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 등을 공여하고 있다.

❚ 표 4-2. 우선 투자 대상 농업부문 세제 인센티브 공여 기준 ❚
(단위: 텡게, 년)

고정자산 투자규모

세금종류별 혜택기간
법인세
재산세
감면기간
면제기간

토지세

16억 2,500만(1,091만 달러) 이하

1~5

3

3

3

~ 32억 5,000만(2,181만 달러)

1~5

4

4

4

~ 162억 5,000만(1억 906만 달러)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62억 5,000만 텡게(1억 906만 달러)
주: 2009년 말 기준 1USD = 149 Tenge.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8b), 카자흐스탄 투자실무 가이드 를 참고로 필자 작성.

앞의 [표 4-2]는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부문에 대한 세제 인센
티브 공여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정자산
투자규모에 따라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1,091만 달러 이하의 고정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는 법인세 1~5년 감면, 3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재산
세는 3년, 토지세는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최대 투자한도는 약 1억 906
만 달러로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에 대하여 감면 및 면제 기간을 최대 5년
으로 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농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05년 국영기업인 ‘카
즈아그로(KazAgro National Holdings JSC)’사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농업 육성 기반 확충과 이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농업부문에 투자하거나 기술 협력, 서비스 인프라 구축,
생산 등과 같이 농업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은 ‘카즈아그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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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카즈아그로를 통한 농산업 발전 전략 목표 ❚
번호

전략 목표

1

농업 발전 최우선 과제 선정과 투자 방향 설정

2

국가의 농산업 투자 성과 극대화

3

농산업 생산과 서비스 인프라 개발

4

농산업 클러스터 설립 및 발전에 기여

5

농산업 생산물 수출 증대

6

지역 식품시장의 규제와 안정화

7

협력사업 성과 증진

자료: 카자흐스탄 농업부(2009), www.minagri.gov.kz/agro.

앞의 [표 4-3]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카즈아그로’를 통한 농산업 발전 전
략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및 투자 방향을 설
정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 관련 클러스터를 형성으로 투자 성과를 극
대화하고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보다 체계적
으로 실천하기 위해 산하에 7개의 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 표 4-4. 카즈아그로 산하 지주회사 현황 ❚
지주회사

자본금
(억 원)

Food Contract
Corporation(FCC)

1,132

KazAgroFinance(KAF)

2,380

Agrarian Credit
Corporation(ACC)

1,256

Livestock Product
Corporation(LPC)
Foundation for Financial
Supprot of Agriculture
(FFSA)

702

업무영역

신용등급

곡물수매, 종자비 대출, 파종 및
추수비 대출, 해외판로 개척
농기계 구매 및 리스, 축산업
대출
농업대출기관 자금대여,
농업관련 기업 대출, 농촌
비농업기업 대출
축산업 가공, 축산업 수출입,
축산업 인프라 구축

Moody's Baa2
Fitch BBB-

455

농촌사회 개인대출,
개인대출회사 신용제공

KazAgromarketing
(KAM)

142

농업 관련 컨설팅, 농업 관련
리서치, 농산물 가격동향 조사,
농업 관련 데이터 관리

KazAgroGarant(KAG)

141

농업 관련 보증 보험

S&P Baa2
S&P BB+
Moody's Baa2

S&P BB+
Moody's Baa2

자료: 카자흐스탄 농업부(2009), www.minagri.gov.kz/a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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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즈아그로’ 산하 7개 지주회사는 각
회사별로 구별되는 역할을 맡아서 농가 및 농촌 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카
즈아그로 파이낸스(KAF: KazAgro Finance)’가 가장 많은 2,380억 원 규모
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매 및 리스, 축산업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카즈아그로 이노베이션(KazAgro Innovations JSC)’을
설립하여 국가 주도의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농
산업 복합체를 통한 선진 기술 도입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
적인 연구 및 기술 보급 체계를 갖추었다.

❚ 표 4-5. 카즈아그로 이노베이션의 전략 목표 ❚
번호

전략 목표

1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적용 및 농업기술의 상업화

2

진보된 해외 농업기술 도입

3

국제표준에 따른 과학, 기술, 농업공학 서비스 제공

자료: 카자흐스탄 농업부(2009), www.minagri.gov.kz/agro.

앞의 [표 4-5]에서와 같이, 카즈아그로 이노베이션은 22개의 연구기관과
3,500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 및 도입을 통
해 국제 표준에 따른 과학, 기술, 농업공학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전략 목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작물재배, 곡물농업, 북서지역
농업, 남동지역농업, 쌀 농업, 채소와 멜론, 과수와 포도, 면화, 검역과 식물
보호 등 8개 R&D 센터가 있다. 동물 분야에 남서지역, 가축과 사료작물,
수의과학 R&D 센터가 있고, 천연자원 분야에 임업, 수산업, 수자원, 토양
및 농화학 R&D 센터가 있다.
그 밖에도 식품가공 및 바이오연료, 농업기계화 R&D 센터, 복합적인 농
업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R&D 프로젝트 외에도 국제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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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
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의 국가 농업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농업 기술 도
입 및 연구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타나와 알마티에 농업 기술
보급 센터를 설치하여 농업 발전의 지역 불균형 해소, 농업기술 교육, 생산
자들과의 상담 업무 등을 시행하여 카자흐스탄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1998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외국인 투자 활동 법(Law on Investment
Activiety)’,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증 보호 법(Law on Guarantees
and Measures for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Rights)’, 2001년 제정된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호 법(Law on Protection of the Foreign
Investors' Rights on the Securities Market)을 기본으로 한다. 우즈베키스
탄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투
자금액은 최소 15만 달러이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법규는 1996년
발효된 대통령령에 따라 세금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표 4-6. 외국인투자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 ❚
번호

내

용

1

우즈베키스탄 정부 투자 정책에 포함된 부문에 투자 시 7년간 세금 면제

2

농촌지역 투자 시 1년간 세금 면제, 2년차 75% 면제, 3년차 50% 면제

3

․ 기업등록 후 1년간 75% 이윤세(profit tax) 면제, 2년차 50% 면제
․ 토지세 2년간 면제
․ 재산세 2년간 면제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8a), 우즈베키스탄 투자실무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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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은 최소 자본금 15만
달러,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 외국인 보유 지분율 3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기업 중 매출이 60% 이상이 자
체 생산 제품이거나 서비스 판매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서 앞의 [표
4-6]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5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 법이 발효
되면서 민영화, 기업 설비 현대화 및 재건, 농촌 지역 고용창출 등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공업, 섬유, 건설, 농업
등 7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바, 이 가운데 2개
부문이 농업 관련 부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면세혜택은 소득세, 재산
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
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30 ~ 300만 달러인 경우는
3년간, 300 ~ 1,000만 달러는 5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은 7년간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면세 조건은 인구가 밀집한 농촌지역인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지차크, 카쉬카다리야, 수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호레즘, 나보
이, 안디잔, 나망간, 페르가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합작투자일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에 대해 신
규 첨단 설비 형태의 투자를 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35)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또한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 폐쇄, 은행 계좌 중지, 금융 제재 조치 등은 법원 판결 이후에
야 조치가 가능하며, 같은 해 8월 ｢민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35) UZINFOINVEST(우즈베키스탄 투자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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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대한 대통령령 시행령｣의 발효로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마련
되었다. 이후 10월 ｢기업 조사 제도의 축소 및 개선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
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를 축소 및 개선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정보국(UZINFOINVEST)
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즈인포인베스트’는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통상부 산하에 2007년 2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8년 4월에는 세계투자진흥협회(WAIPA:
World Associ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회원으로 가입하
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산업 및 투자 홍보, 정보 제공 등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즈인포인베스트’는 모두 9개의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가스, 석유화학, 전력, 신재생에너지, 의약품, 농업,
건축자재, 섬유, 관광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 기관은 농업에서는 연간
1,000만 톤 이상 생산되는 과실․채소류를 바탕으로 하는 식가공품 생산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은 1997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내
국민대우(NT: Natioa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환전 및 송금의 자유, 국제중재 회부의 자유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2003년에 투자보장, 투자손실보장, 수입자유보장, 금융제도개선 등 외
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내용의 법개정을 실시했으며, 현재 외국인투
자 기본법은 바로 2003년에 개정된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기본법에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장해 주는 차별금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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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건의 수용 및 보증, 손해보상 이익금처리, 투자 정보 제공 등의 조항이
있으며, 국내법 준수, 보험가입, 회사 및 기업설립조건 등 외국투자자들의 책
임에 관한 조항과 세금 및 국내인의 고용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또한 투자
자에게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투자 후 10년간 유효함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
국인투자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참가 및 주식 취득이 가능하고 수입된 자
본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외국인투자 유치법의 특징은 외국인 단독 투자를 전면적
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1/3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직접 투자로 간
주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부문36)에서 지분 보유 한도 없이 직접투자를 허용하
고 있으며, 비자, 노동허가 등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지 소유가 불가한데 49년 한도로 임차만 가능하다. 농업과 관련된 투자에
서는 농기계 생산 및 판매, 농기계 수리, 생산자 이외의 사람들에 의한 농산
물 구입, 저장 및 재판매 등은 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 현재 및 잠재적 외국인투자자,
국제 재정지원기관 대표, 미국대사 등이 참가하는 ‘투자촉진회의’가 있다. 최
근 이 회의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법인세 및 개인세 적용, 면허 및 허가증
발행, 조사, 검열 등 정부규제제도의 개선, 정부규제의 간소화 등 고용자에
유리한 노동법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노동자들과 저렴한 임금, 에너지, 자연자원, 깨끗한 환경과 농업 여건이
좋다는 점을 키르기즈스탄의 장점으로 내세워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광업, 에너지, 농산물 가공, 관광, 정보통신, 재정 및
전문서비스 부문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36) 도로, 보건, 군사 등과 같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는 제한이 있으며 항공산업은 49%까지만 외국인 지분
보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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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2001년 8월 22일 ‘외국인투자유치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환경을 평가하고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정부자산 및 직접투자 국가위원회’의 일부로 설치된 ‘투자촉진센터
(Center for Foreign Investment Promotion)’는 국제기관 및 외국인투자 파
트너와 협상할 전권을 위임받았다. 또한 ‘투자촉진센터’는 국내 민간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
선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표 4-7. 투자촉진센터 업무 주요 내용 ❚
번호

내

용

1

키르기즈스탄의 투자기회, 법 및 제도, 시장정보의 제공

2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작 가능한 키르기즈스탄 기업을 소개

3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조사 실시

4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설립, 고용, 빌딩 등 사무실 확보, 기타 회사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등

5

외국인 투자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회사를 대표하는 기능 수행

6

투자 타당성조사

자료: 키르기즈스탄 통상산업부(2009), www.mvtp.bishk.gov.kg.

앞의 [표 4-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촉진센터’는 외국인투자자들
을 위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키르기즈스탄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업무 등에 대
한 내용이다. ‘투자촉진센터’는 2002년 1월부터는 원스톱숍(One Stop Shop)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상담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 외에도 농업수자원가공부(MAWP: Ministry

63

제4장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

of Agriculture, Water Resources, and Processing Industry), 농업재정공사
(KAFC: Kyrgyz Agricultural Finance Corporation) 등이 국가 최우선 과
제로 육성되고 있는 농업분야 관련 수송 체계, 저장시설 및 신기술 도입, 생
산성 향상,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3개국 투자 환경 비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정보가 부족하고, 독립 이후 시장개방 및 민영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시장경제체제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은 국가도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
아에 투자하려는 국가들과 기업들은 투자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
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표 4-8. 중앙아시아 3개국 투자 환경 비교 ❚
항

목

100% 외국지분투자 허용

최소 투자 요건

최소 지분보유 조건
면세기간
외국투자자의 토지소유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O

O

O

없음

(15만 달러
카라칼팍스탄과
호레즘 지역은 7만
5,000달러)

없음

없음

없음

30%

없음

최대 3년

X

제한적

법인세 5~10년
재산세 최대 5년
토지세 최대 5년
O

자료: UNCTAD(2009).

[표 4-8]은 앞에서 살펴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외
국인투자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우즈베키스탄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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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면세 혜택 및 토지소유권 등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많
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이 국가
들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사해 이를, 수치로 나타내어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 현지에 투자할 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투자 환경
분석 이전에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현지 정부의 영향력 등을 파악해 놓는 것
도 중요하다.
지분 투자의 경우 키르기즈스탄은 단독 투자나 그린필드(Green Field) 투
자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작 투자가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
탄은 실제로 자국 기업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현지 정부
의 간섭이 심해 키르기즈스탄과 다르게 단독 투자가 권장되고 있다.

2.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현황 및 특징
UN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투자 보고서 (World Investment Report
2009)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스톡(Stock)기준으로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 표 4-9.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7,587.1

22,376.5

25,607.4

32,879.4

44,598.4

58,284.2

우즈베키스탄

916.8

1,104.2

1,191.9

1,386.4

2,125.4

3,043.4

키르기즈스탄

523.4

712.4

517.7

619.8

818.5

1,015.3

국 가
카자흐스탄

자료: UNCTAD FDISTAT(Stock dat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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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4-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앙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유․가스와 관련된
자원 에너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부문은 이러한 자원 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2008년 총 외국인투자 유입액 기준으로 카자
흐스탄 0.3%, 우즈베키스탄 4%, 키르기즈스탄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는 농업 관련 투자는 개별국의 개별 투자자들에 의
한 진출보다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한 공공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투
자는 차관 형식으로 도입되어 국제기구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개
발․건설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2009년 12월 말까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
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이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에너지 개발, 정보․통신․교통 시설 건축,
은행 시스템, 제조업 투자, 농산업(Agribusiness) 투자 지원, 수자원(Water
Resource) 지원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 표 4-10.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농업분야

투자 현황(1991~2008년) ❚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WB

ADB

EBRD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카자흐스탄

10

443.6

3

140.0

17

312.0

우즈베키스탄

5

233.1

8

345.4

8

27.0

키르기즈스탄

1

45.0

3

91.0

8

19.0

자료: WB, ADB, EBRD Project on-line(2009)을 참고로 필자 작성.

앞의 [표 4-10]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분야에 투자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 지원 기구는 세계은행으로 총 10건의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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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4억 4,3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농업 민영화 및 제도 개선 지원 프로젝트, 삼림 보호 및 재
식림 프로젝트, 시르다리야 및 아랄해 보호 프로젝트, 관개배수시설 증대 및
확장 프로젝트 등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총 1억 4,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
제공된 총 프로젝트 지원금 10억 6,660만 달러의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
으로, 교통․통신, 금융 분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액이다. 유럽부흥개발
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농가 파이낸싱(Financing),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유통 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주는 데 집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총 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받았으며 주
로 관개배수시설 확대 및 개선에 집중되어 있고, 면화 생산 분야에도 지원을
받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 지원받는 자금은 우즈베키
스탄의 전체 지원 프로젝트 자금 12억 3,090만 달러 중 28%를 차지하는 3억
4,540만 달러로, 농업 분야가 교육, 교통․통신, 에너지 분야보다 많은 금액
을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문임을 보여주고 있
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특히 과
일, 채소 생산업체에 대한 파이낸싱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세계은행으로부터 1995년에 농업 사유화와 농기업 육성관
련 금융지원 프로젝트로 한 차례 지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프로젝트 지
원 및 추진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농업
분야에 총 9,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전체 지원 자금인 6억 350만 달러의
약 15.1% 차지하여 교통․통신 분야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개발부흥은행으로부터는 다른 기구들의 지원 자금
보다 적은 자금이지만 중소농가를 위한 금융지원, 농장비 기구 공급 및 농산
물 유통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2000년 채택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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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에 따라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농촌개
발 및 농업분야 지원을 MDGs 달성의 핵심사항인 빈곤퇴치와 직결된 부문
으로 간주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융자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외국의 투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형태로도 지원되는데 이러한 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개도국 지원이 대표적이다.

❚ 표 4-11. OECD DAC 국가들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부문에 대한 ODA(2000~08년) ❚
(단위: 백만 달러,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국가

농업

총액

농업
비중

국가

농업

총액

농업
비중

국가

농업

총액

농업
비중

DAC
회원국
총계

7.5

1,465.2

0.5

DAC
회원국
총계

32.1

1,325

2.4

DAC
회원국
총계

67.46

1,063.6

6.34

미국

3.1

675.6

0.5

일본

15.3

568.6

2.7

스위스

22.8

108.0

21.1

캐나다

1.4

4.5

30.8

미국

9.5

466.6

2.0

미국

12.5

427.4

2.9

영국

1.2

12.9

9.7

독일

5.9

175.6

3.4

일본

11.8

137.3

8.6

독일

0.8

236.8

0.3

오스트
리아

0.3

5.36

6.1

스웨덴

8.1

37.8

21.3

일본

0.5

403.1

0.1

프랑스

0.1

25.6

0.4

독일

6.0

212.8

2.8

프랑스

0.01

46.2

0.02

스위스

0

35.5

0

영국

1.5

76.4

1.9

자료: OECD STAT Extracts on-line(2009).

앞의 [표 4-11]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OECD의 DAC 회원국 중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부문에 대한 ODA를 가장 많
이 수행한 상위 5개국과 지원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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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중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키르기즈스탄이 6,746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은 3,210만 달러, 카자흐스탄은 750만
달러 지원을 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체로 주요한 ODA 지원국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미국이 310만 달러로
농업부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으나, 총 지원 규모에서 농업 비중은 캐
나다와 영국이 각각 30.8%, 9.7%로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본의 지원이 두드러지며 ODA 총규모와 농업부문
에 대한 지원 모두 미국에 앞서 있다. 총 ODA 지원 금액 중 농업부문의
비중은 오스트리아가 6.1%로 가장 많다.
키르기즈스탄은 총 ODA 지원 금액인 1억 800만 달러 중 스위스가
21.1%에 달하는 2,280만 달러를 농업부문에 지원했고, 스웨덴도 농업부문에
810만 달러를 지원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ODA의 주요 내용은 빈곤퇴치를 기본 바탕으로 한 농촌
개발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있다. 특히 미국은 빈곤해소를 위해서 농업 활성
화 및 농촌 개발을 강조하며 농지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농촌 발전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사회 빈곤 감소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원조 정부기관은 美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대외 경제협력과 기술 지원, 개발
차관기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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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USAID의 중앙아시아 농업 프로젝트 지원 현황 ❚
국가

우
즈
베
키
스
탄

키
르
기
즈
스
탄

프로젝트명

기간

AgLinks
(Agricultural
Linkages)

2008/8~
2011/7

토지개혁과
시장접근을 위한
프로젝트

2005/10~
2009

KAED
(Kyrgyz
Agri-Input
Enterprise
Development)

2001~2010

WUASP
(Water Users'
Associations
Support)

2004~2010

내

용

농업 생산 및 생산성 향상
1) 나망간, 페르가나, 사마르칸트
지역의 농기업에 대해 농기업
관리, 과실수확, 가공,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실시
2) 농기업, 합작기업, 리스회사 등에
대해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실시
3) 원예관련연구, 공장설립, 제품질
개선 등을 모니터링하는 공공기관
지원
현대식 농업과 도심의 토지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1) 국유 농가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소개
2) 효율적인 농가 토지 이용 교육
농업과 현대식 서비스 협력
1) 효율적인 농작물 공급 시스템 제공
2) 농기술 및 개별 서비스 지원 강화
3) 질 좋은 사료 공급
물 공급 및 관개 배수 시설 향상과
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사용자협회
(WUA: Water User Associations) 지원
1) 관련 인프라 설립 및 기금 조성
2) WUA 구성원에 대한 사업 기획 및
물 공급, 할당에 관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 교육

지원금액
(백만 달러)

5.61

4.59

5.69

4.73

자료: UNAID(2009), http://www.usaid.com.

앞의 [표 4-12]는 현재 USAID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농업부
문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나타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농업과
시장 연결 시스템을 강화하여 농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
며, 이러한 AgLinks 프로그램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561만 달
러를 제공받아 진행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USAID의
농업 관련 프로젝트도 우즈베키스탄의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농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토지개혁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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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위한 프로젝트는 2005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약 459만 달러를 제
공받아 진행되고, KAED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569만 달
러를 제공받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자원 이용자 협회지원 프로젝트(WUASP: Water
Users' Associations Support)’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진행되는 물 공급, 관개 및 배수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이며, 약 473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민간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석유, 가스, 금광 등 자원 개발 분야에 집중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나, 농업과 연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 농업 분야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합작기업인 아이볼가
(Ivolga)사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글
로벌 비즈니스(Global Business Corporation)가 2009년 아스타나에 카자흐
스탄 기업과 합작으로 닭고기 공장을 설립하면서 진출해 있다. 터키, 이스라
엘, 네덜란드 등의 외국기업들이 심켄트(Symkent), 아티라우(Atyrau), 악토
베(Aktobe) 등 카자흐스탄 도시 근교에 온실(green house)을 설치하여 농산
물을 재배하고 있다.37)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분야보다는 식품가공, 면화 재배 및 섬유 등의 분야
에 집중되어 있다. 식품가공 부문에는 스위스의 네슬레(Nestle), 러시아의 윔
빌단(Wimm-Bill-Dann), 오스트리아의 호레즈샤카르(Khorezm Shakar) 등
이 진출해 있으며, 섬유 부문에는 한국의 대우텍스타일(Daewoo Textile
Company), 대신 메카텍스(DAESHIN textile), 신동, 금성 인터내셔널, 인도
의 스펜텍스(Spentex), 미국의 앨리셔 나보이(Alisher Navoi) 등이 진출해
있다.

37)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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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에는 농업 분야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유기
농 농산물 재배 및 농가공품 생산 등의 분야에 전망이 밝아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위해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한농복
구회’가 대표적인 진출 기업이다.

나. 한국의 투자 및 협력 현황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구소련 해체 이후인 1991년부터 시작되어 해
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대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자 총액은 22억 3,385만 달러이고, 투자 건수로는
1,211건을 기록하였다.

❚ 표 4-13.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농업부문 투자 현황 ❚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국 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6

우즈베키스탄

1

0

255

0

0

2000

키르키즈스탄

1

1

500

1

350

2001

키르키즈스탄

0

0

0

1

150

2002

카자흐스탄

1

1

500

1

100

2003

우즈베키스탄

1

0

100

0

0

2007

우즈베키스탄

3

1

1,000

3

350

총계

중앙아 3개국

7

3

2,355

6

9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09).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자원․에너지와 관련된 광업, 건
설, 부동산 및 임대업 등에 집중해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금융 및 보험
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표 4-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
앙아시아 3개국에 대한 농업 투자는 1996년 우즈베키스탄 농업 투자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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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9년까지 투자 총액 95만 달러, 투자횟수 6건을 기록하여 전체 투자
총액의 0.04%, 투자 건수의 0.5% 정도에 머물고 있다.38)
한국의 해외 농업 투자는 2009년 말까지 총투자 금액 8억 2,262만 달러,
총 투자횟수 3,17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투자국은 아시아 국가
들로,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중국에 대한 농업
투자는 2009년까지 총 1억 1,280만 달러, 1,140건을 기록하고 있고, 인도네
시아에 대한 농업 투자는 총 1억 744만 달러, 253건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
아시아 3개국과 비교했을 때 투자 금액 기준 각각 10배, 12배 이상 투자되
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요 해외 농업 투자 지역으로서 집중적으로 투
자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한국과 지리상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토지 및 농지 사유화 과정을 거
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많은 불확
실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 투자 확대를 시
도할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은 현지 정부가 농업 발전을 위해 곡물 수매, 정부 보조금 지
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은 이 분야 진출을 위해 농업 환경 조사
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개간하여 농업 투자를 희
망하는 기업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농업부문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39)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관에서는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농업 투자가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삼성 기업이 10만ha ~ 100만ha

38) 2009년까지의 통계이며, 2008년, 2009년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농업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9) 삼성 관계자 인터뷰(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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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토지 임대 계약 추진에 대해서 알마티 총영사관은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현재 많은 양의 과일, 채소류 등을 우즈
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등의 부문에 대한 투
자도 유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40)
카자흐스탄은 투자 환경 및 세제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외국
인 투자자에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
원하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투자 전망이 매우 밝을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식량 수입국이지만 해외 식량기지 성공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전략적 농업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41)
또한, 카자흐스탄은 세계 6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밀 수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 에너지자원 관련
분야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기업 진출
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진출은 투자 잠재력이 매우 높고, 카자
흐스탄의 입장에서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 한국이 투자하는 것
을 더 반기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동 분야 진출은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위해 100만ha의 토지조
사 및 농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이 1ha당 감자 75톤 수확을 목표로 감자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감자로 전분을 만들어 세계 시장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제기구나 ODA 형태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40)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양구 총영사 인터뷰(2009. 11. 24).
41) 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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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지만 농업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특히 우
즈베키스탄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하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
하면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42)
농업 연관분야로 한국의 보우(Bow Co, Ltd.)사가 1998년 타슈켄트 근교
에 농산물 포장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생산물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판매하며, 동시에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고
있다.43)
조림부문에 진출한 유로캐드(Euro Cad)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조림 사
업이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조림부문 투자자 모집에 지원하여 진출하였으며, 미루나무와 같은 속
성수44)를 재배하여 가구 제작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즈
베키스탄은 나무가 매우 부족하여 조림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임대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조림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한국보다 일조량이 700시간 많아 농업
및 화훼 생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45)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현재 ‘한농복구회’가 진출하여 유기농 채소를 재배
하고 있다. ‘한농복구회’는 친환경 농업 보급 및 확대, 해외농업 개발, 국내
외 무공해 농산물 유통, 교육․문화 사업, 정부지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
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키르기즈스탄과 우
즈베키스탄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으며, 모두 3개의 농장을 인수하여 밀, 메

42) 우즈베키스탄 대신메카텍스 최광균 사장 인터뷰(2009. 6. 23).
43) 강명구(2009).
44) 다른 나무에 비하여 성장이 빠른 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목재의 절대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조림 사업을 확대
하기 위해 주로 심는 나무를 말한다.
45) Euro Cad 사장 인터뷰(200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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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보리, 유채, 감자, 콩, 옥수수,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산학협동교육센터,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교육사업과 금모래 천연치료소
육성 추진과 같은 의료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2년 6월 17일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 간에 농산물 생산
협력, 농업 전문가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양국의 농업 협력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된 농업 연수생
제도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인력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또
한 농촌진흥청이 2009년 우즈베키스탄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기술을 해외에 지원하고, 농업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해
외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6개월 동안 농업기술개발 인턴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우즈
베키스탄의 농업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46)
현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다섯 개의 지역에 해외농업기술센터
를 설립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현지 연구기
관과 공동으로 농업연구 및 농업관련 자원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주로 채소와 사료 작물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데, 각
각 5만 달러씩을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5억 원을 투
자하여 연구센터를 건설하였고, 연구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인턴을 고용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채소, 사료 작물 외에도 가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는 농기계, 저장 시설, 가공 시설 등이 부족하
고 노후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경제연구소로 2년 동안 전문가를 파견
하여 양국의 농업 협력을 위한 다차원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

46)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기술센터 소장 인터뷰(20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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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협 등의 전문가들이 2008년, 2009년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현지의 농업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농업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정부 농업 기관의 지부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한
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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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농업은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겪었
고, 이것은 농업에서의 침체, 더 나아가서 농업 비중이 큰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농업의 어려움은 다음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구소련의 농업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소연방 시기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농업 정책은 연방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오늘날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은 이러한 영향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의 농업 정책에 의해 면화 생산에 농업이 집중
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다른 농작물들은 생산량이 적어 식량을 수입해
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체적인 농업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없었으므
로 이러한 왜곡된 농업구조가 형성된 것이었다.
소련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 생산지를 줄이고, 곡물을 비롯
한 농작물의 비중을 늘려 식량 자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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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독립적 생산체제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침체를 겪게 된 것이다.
둘째, 농업부문에서도 체제 이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급격한 경제체제와 제도가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농업 형태가 설
립되었으나, 이것이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업의 발전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국가의 정치, 사회 전반이 혼란을 겪고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농
업부문도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 농기계의 가격과 비료가격
은 상승하였고, 농업 생산량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것은 다른 경제 부문
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셋째,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감소이다. 농업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더욱 심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원에너지 부문에서는 외국의 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었
고, 외화 획득이 단기간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했
다. 과거의 농업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한 제조업, 서비스업
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욱 큰 침체를 겪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개혁은 새로운 농업 형태의 설립과 토지 개혁으
로 구분된다. 새로운 농업 형태의 설립은 농장의 주식회사화, 농기업화, 자영
농의 설립과 지원, 개인 부업농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또 토지 개혁은 대체
로 과거 국영, 집단 농장 소유 토지의 분할과 분배, 자영농에 대한 토지 분
배, 토지 임대 등 토지 사유화와 관련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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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 투자
나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조건이 열악한 이유도 있었으며, 한국 정부나 기업
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 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 투자 및 협력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직접 진출하여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지에서 농장을 직접 경영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해 있는 ‘유로캐드(Euro Cad)사’나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한 ‘한농복구회’의
활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직 중앙아시아에서 진출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지 못한 한국 기업으로서 실제로 가장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은 현
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일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
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과정에서 제도 미비,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부 정책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하게 검
토해야 한다. 향후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한 뒤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이 농업과 연관된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
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문인 농업 생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부문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들은 농산물의 저장, 유통, 물류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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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진출할 경우 충분
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 기업들이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 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
해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적인 농업 생산 국가들임에도 불구
하고, 제조업 부문의 취약으로 우유, 버터 등 농업과 관련된 유제품들을 수
입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품들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다. 2000년 이후에는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식료품 생산규모가 증
가하고 있으나, 낮은 품질과 가공 기술 부족, 유통망 미흡으로 인해 시장 점
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한다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이미 한국의 몇몇 식료품 기
업들이 극동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으
므로, 구소련 국가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의 진출도 충분한 성공의 가능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중앙아시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9년 12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곡물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히
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카즈아그로’사는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곡물 70만
톤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이란, 카프카
스 지역과 같은 중앙아시아 인근 국가들에 곡물을 수출해왔으나, 최근 새로
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47)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 농업 국가
들과의 협력은 상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농업 협력을 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는 다른 국가들에서와 달리 1937년 극
동러시아에서 강제 이주되었던 한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구소련

47) 매일경제신문 (200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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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후손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근교에 있는 ‘김병화 농장’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농장은 소련 시기, 전체 소련 지역에서도 높은 농업 생
산성을 달성했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25명의 노동 영웅
을 배출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의 농업 개혁으로 현재는 농기업이 과거
의 국영 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인 후손들이 다수 거주
하고 있다.48)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농업 투자가 아닌,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농업 협력과 지원 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분야 투자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
지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해외식량기지 확보 정책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으나, 중
앙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현황, 정책을 파악
하고, 이 국가들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 협력 사업을 진행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과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관개사업을 비롯한 농업관련 인프라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현지 정부가 농촌개발 및 농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 전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촌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 전수를 통해서도 향후 농업 투자나 협력 증진을 모색할 필요성
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이 보유한 농업부문의 기술 전수는 현지에 진
출한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48) 김병화 농장 관리자 인터뷰(20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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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이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기술 전수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
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농업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영기업, 민간 기업들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진출 방안을 연
구, 계획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농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결합된 첨단 산업으로
발전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
(BT), 녹색기술(GT) 등과 융합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농업과 관련된 산업은 의약품, 바이오 연료, 화장품 등으로 발전되
며, 최근에는 관광, 문화 부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의 농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이 가진 새로운 가치를 경제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새로운 한국 경제발전
의 동력을 마련하고, 농업을 부흥시키고, 농촌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
다. 한국의 농업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다른 산업들에 밀려나서 점차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왔으며, 성장이 아닌 퇴보를 겪어 왔다.
또한 농업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무역 적자 증대라는 직접적인
농업 문제 외에 농촌의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문제점이 커져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농업의 침체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농업부문의 개혁
추진과 동시에 해외로의 진출과 해외 농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부문에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외 농경지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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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은 세계적으로 주요
한 농업국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구소련 해체 이후의 경제적 침체와 이로
인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부족, 수자원 문제, 농기계의 노후, 관개시설의
부족, 농업 관련 유통, 저장 시설의 미흡, 도로나 철도 등 운송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농업의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이 국가들에 진출하여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성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농업 관련 정부 기관과 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것은 향후 한국 농
업의 해외 진출 사업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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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준동·김정곤·윤상철·김봉근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
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
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
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
았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
동시장효과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
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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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griculture Policies in Central Asia and Korean
Strategies for Agriculture Cooperation Improvement
with Central Asia: Kazakhstan, Uzbekistan, and
Kyrgyzstan
Young Kwan Jo and Si Young Lee

As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issue,
Korea has to consider positive ‘Agriculture Cooperations’ with Central-Asia,
Kazakhstan, Uzbekistan, and Kyrgyzstan for establishment of stable food
supply foundation in Korea. There are promising measures to invest and
cooperate with Central Asia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direct
investment, export of farm machiner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e in Central Asia,
and provides strategic expansion way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by intensifying established researches. Especially, we
focused on 3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and Kyrgyzstan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has traditionally favorable natural environment for
agriculture, and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the most important
agricultural nations in the world since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alysis,

89

Executive Summary │

Kazakhstan is the 11th wheat producer, and Uzbekistan is the 6th cotton
producer, then they are classified into major agricultural countries.
Even though agriculture is of great importance in Central Asia, and food
security is emerging as new issue in Korea, they do not cooperate each other
in agriculture sector. The reason why political condition is unstable, and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investment environment is also poor in Central
Asia, Korean government or corporations have no strong will to entry into
Central Asia for investing agriculture or collaborate with Central Asia on
agriculture sector. In these days, Korea has tried to cooperate with Uzbekistan
by establishing Overseas Agri-Development Center and dispatching AgriResearch group at government level, so we can expect to enlarge the
Agricul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Central Asia.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expanding agriculture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 is to establish the investment strategy considering their demands.
Korean government policy to securing foreign food base in recent years,
Cenral Asia is actually attracting national attention including government,
private enterprises, and even individuals. However, they hardly ever invest in
agriculture sector.
First of all, we hav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governmental policies in Kazakhstan, Uzbekistan, and Kyrgyzstan, then we
have to promote to invest and cooperate in the priority field that Central Asia
asks for collaborations. For example, Central Asia needs huge foreign
investment in their irrigation facilities and agricultural infra because of lack
of water resource and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e development. They have
strategic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rural area and farm modernization,
so Korea can initiate them into farming techniques. These ways will be based
on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e coopera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9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최근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이시영
10-01 한 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 성한경 이철원 오태현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 권 율 정지선
09-02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 이순철 송영철
09-03 한 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
윤창인
09-04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 김양희 김은지
09-05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 Silviu Jora
09-06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András Inotai
09-07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
손기태 김민희
09-08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
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심으로 / 허 인 박영준
09-09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 방호경
09-1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손기태 김민희

*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9-11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김준동 김정곤 윤상철 김봉근
09-12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영관 김상원 김지연 이성훈 이유신 정기철
09-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
윤성학 김일겸 노형복 변현섭 오영일 홍성혁
09-14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
이재영 고재남 박상남 이지은
09-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중앙아시아: 정치 사회 역사 문화
09-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Ⅱ 중앙아시아: 경제 에너지 환경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 중 FTA 대비 / 이창영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 정재완 방호경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과제 / 정형곤 나승권
08-04 한 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정성춘 이형근
08-05 한 중 일 對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
김한성 이재호 백유진
08-06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 방호경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 일 FTA에의 시사점 / 김양희 정성춘 정지원 이형근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 윤창인
08-09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김태준 문우식 송치영 유재원
채희율
08-10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 서진교 정 철
송백훈 남호선 박순찬 이홍식 송유철
08-11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 박순찬 김우영 이종한 이홍식ㆍ
최종일

조영관(曺永官)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러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초청연구원
(現, E-mail: ykjo@kiep.go.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 경제의 국가부문 확대에 관한 고찰｣(2008)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공저, 2009) 외

이시영(李施迎)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現, E-mail: shy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공저, 2010)
｢중앙아시아 ~ 중국 가스관 개통과 정책 시사점｣(공저, 2010) 외

연구자료 10-01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정 철·성한경·이철원·오태현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
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
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
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
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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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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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Kwan Jo and Si Young Lee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개혁은 새로운 농업 형태의 설립과 토지 개혁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농업
형태는 농장의 주식회사화, 자영농과 개인 부업농 등이며, 토지 개혁은 국영, 집단 농장 소유 토지의
분할과 분배, 자영농에 대한 토지 분배, 토지 임대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의 농업 투자나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은 활발
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과 열악한 투자 조건이 원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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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
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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