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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DI Attractiveness in Central Asia and Entry
Strategies of Korea into Central Asia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Young Kwan J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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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 내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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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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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
제로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ㆍ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
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
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
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
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
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
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

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
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
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
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
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
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
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
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
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
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

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
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
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
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
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
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
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
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

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
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
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
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
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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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오
랜 기간 자본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며, 여기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자본주
의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들이다. 선진국에 비해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낮으며, 자
본주의적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는 인도, 브라질, 아세안 등의 국가들이 여기에 포
함된다.
세 번째 유형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겪었으며, 자본주의적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을 비롯한 구소련의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처음과 두 번째 유형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이들 국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십 년 동
안 유지해왔으며, 이에 비해 자본주의 도입의 역사가 짧은 편이다. 이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이 대체로 큰 편
이며, 세계시장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의 개방 정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세 번
째 유형의 국가들 중에는 세계 150개국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국제 경제기구인
WTO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다.
또한 세 번째 유형의 국가들에는 자원 보유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곳들이
많이 있다. 석유, 가스와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나 외국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도로,
통신을 비롯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
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이행기에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어 교육 인프라 환
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 번째 국가 유형에 포함되는 구소련의 국가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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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체제 해체 이후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일찍 자본주의화된 국가
들과는 다른 방식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에 다양한 규제가 따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일
찍 도입된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국의 경제정책과 제도ㆍ비제
도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유형에 포함되는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5개국들도 외국 기업들이 진출
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외국기업이 투자를 추진하다
가 어려움을 겪고 중단한 사례들도 있으며, 이 국가들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도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투자 환경이 처음과 두 번
째 유형의 국가와는 크게 다르며, 이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이 지역 국가들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진출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투자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 국가들의 투자 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 정부나 기업
이 큰 관심을 갖고 현지의 경제 환경을 파악하여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할 지
역이다. 우선, 잘 알려진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
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ㆍ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아직도 이곳에 미개발된 석유, 가스, 광
물 매장지역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옛소련 시기부
터 한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한국과의 교역
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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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진출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이 지
역에 대한 축적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투자를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은 매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대외개방 환경 분석을 다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윤성학 외 2010), 중앙아시아 3개국
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
국인 직접투자 분석: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강명
구 2009),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진출전략을 분석한 ｢시장경제
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김 경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럽부흥개발은
행(EBRD) 등 국제 경제기구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에 대한 분석이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지수화를 통해 투자매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도 체제 전환기를 거치고 있으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단순화된 지수만으로 투자매력도를 평가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단순화된 지수화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국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이며 종
합적인 투자환경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은 서론과 함께 연구의 도
입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 분석방법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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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3장부터 6장까지는 각 부문별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고 비교할 것이다. 이 장들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자
원부존 측면, 인프라 측면,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부문의 발전 경향, 향후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7장에서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방
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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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투자 현황
현대 국제경제학 및 국제경영학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동기를 네가지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더닝(Dunning)
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1)은 자원추구형(resource-seeking),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전략적 자산추구형(strategic asset or
capability-seeking)으로 구분된다. 자원추구형은 주로 자원부국의 자원 탐사, 채굴
등을 통해 국내에서보다 더 싼 가격으로 특정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확보
된 경쟁력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추구형은 해외에 투자하여 생
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주
로 현지 내수시장이 크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가 대상이 된다. 효율추구형은
비용절감을 통한 거래원가 감소를 목적으로, 주로 제조업의 초기단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그 효율성이 제고된다. 전략적 자산추구형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산을 구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로 국경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중앙아시아에 대한 다국적기업들 또는 각 국가들의 진
출 동인은 첫 번째 이론인 ‘자원추구형’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중
앙아시아의 풍부한 석유 및 가스, 광물 자원은 세계 각국의 주요 진출 목표이며,
중앙아시아는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1) Dunning J. H.(1988),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Unwin Hyan. London,
Dunning J. H.(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ummer, 1-31.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세계 제조업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 접해
있어 효율성 추구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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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는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권위주의 체제 및 국가 차
원의 경제개발 계획 시행 등으로 고위급 및 정부 차원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자원에너지 부문을 중심으
로 한 경쟁적 투자라는 특징이 있다.
본 장에서는 독립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특히 중요시되었던 중앙아시아만의 투자매력도가 무엇인지 살
펴보는 데 중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 주요국의 투자 동향

구소련 시절 중앙아시아는 중앙정부에 면화, 철강, 비철, 가스, 광물 및 희토 자
원 등을 공급하고 필요한 물자와 생필품을 수령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해왔다. 독
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
면서 석유, 천연가스, 금, 구리, 비철금속, 우라늄 등의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였다. 중앙아시아 각국도 에너지자원 개발로 유입되는 외화로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보
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독립 이후인 1992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
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1993년부터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외국인투자가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석유, 가스 수출국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총투자의 평균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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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을 독립 이후인 1992년부터 가
장 최근인 2009년까지 보여주고 있다. 통계는 스톡(Stock) 데이터으로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당 부분 경제가 개방되어 있었
던 카자흐스탄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에너지의 국제 가격과 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
하여 2009년의 외국인투자 유입량(flow 기준)은 2008년에 비해 20.7% 떨어졌다.
이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2007년 77.2%, 2008년 30.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
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우즈베키
스탄의 2009년 외국인투자 유입량이 2008년에 비해 22.7% 감소했으며 2007년에
27.9%, 2008년에 24.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
르크메니스탄은 국가 경제가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최근 사우스 욜로탄(South
Yolotan) 가스전 발견 및 개발 추진 등으로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반면, 국가 경제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키
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경제는 침체되어 외국인투자 유입량(flow 기준) 증가율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Stock)
(단위: 백만 달러)

국가/연도
카자흐
키르기스
타직
투르크멘
우즈벡
중앙아시아 총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 1,271.4 1,931.1 2,895.4 4,032.3 5,353.5 6,505.0 7,976.7 10,077.7
-

10.0

48.2

144.3

191.0

274.0

383.3

427.6

431.8

9.0

18.0

30.0

40.0

58.0

76.0

105.9

112.6

136.2

-

79.0

182.0

415.0

523.1

630.9

693.2

818.2

949.2

9.0

57.0

130.0

106.0

196.0

362.8

502.4

623.6

698.3

18.0 1,435.4 2,321.3 3,600.6 5,000.4 6,697.3 8,189.9 9,958.7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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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국가/연도
카자흐
키르기스
타직
투르크멘
우즈벡
중앙아시아
총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916.6 15,564.3 17,587.1 22,376.5 25,607.4
414.4 470.1 523.4 712.4 517.7
145.7 181.7 213.4 251.3 305.8
1,119.2 1,395.2 1,621.2 1,974.9 2,393.1
781.1 846.4 929.0 1,105.6 1,297.2

2006년
32,879.4
619.8
645.3
3,124.0
1,471.0

2007년
44,682.7
818.5
1,013.4
3,928.0
2,176.2

2008년
59,645.6
1,015.3
862.3
4,748.0
2,887.5

2009년
72,332.6
1,075.0
869.9
6,103.0
3,637.5

15,377.0 18,457.8 20,874.1 26,420.7 30,121.2 38,739.5 52,618.8 69,158.7 84,018.1

자료: UNCTAD FDI STAT.

그림 2-1.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FDI STAT.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플랜트 산업 및 우라늄, 농
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석유는 2009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이 약 400억
배럴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72개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다. 우라늄은 81만
7,000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제2위의 우라늄 보유국이다. 또한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이자 5대 수출국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잠재성이 매우 높아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중점 육성하고 있다. [표 2-2]는 주요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동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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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동향
국가

내용

- CNPC가 1997년부터 자나졸 유전(추정 매장량 10억 배럴) 개발사업 참여, 약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악토베무나이가즈(Actobemunaigaz) 지분 100% 인수
- 2005년 쿰콜(Kumkol)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을 41억
8,000만 달러에 인수(역대 최대 규모 인수)
- 총 8억 달러를 투자하여 노스부자치(North Buzachi) 유전 지분 100% 인수
- 2005년 CNPC 가 다르칸 유전을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와 공동 개발 합의
- 2005년 카자흐스탄(아타수)-중국(신장 알라샨카우) 송유관이 완공되어 2006년부터 연간
1,000만 톤의 원유가 중국으로 공급
중국 - 2007년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CITIC)가 캐나다 기업 Nations Energy의 카자흐스탄 보유
자회사인 카라잔바스무나이가즈(Karazhanbasmunaigaz)를 19억 달러에 인수
- 2009년 CNPC 가 카자흐스탄의 유가스전 36건을 보유한 망기스타우무나이가즈(Mangistau
MunaiGaz)의 지분 50% 인수,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원유 총생산량의 40% 확보
- 2004년 CNNC가 카즈아톰프롬(Kazatomprom)과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원자력 협력 추진
- 2008년 CGNC 와 CNNC가 카즈아톰프롬과 보다 구체적인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CGNC 의 자회사인 CGNPC 가 이르콜, 세미즈바이 광산에, CNNC 가 잘팍 광산에 진출하였
으며 각각 지분 49% 씩을 보유
- 카자흐스탄 내 중국 농산물 생산자의 토지 임대 가능 법안 통과로 농업 부문 진출 활발
- 인펙스(Inpex)와 이토추(Itochu Oil Exploration)는 ACG 프로그램에 각각 10%, 3.9% 지분
보유, BTC 송유관 프로젝트에 각각 2.5%, 3.4% 지분 보유
- 1998년 인펙스가 OKIOC(Offshore Kazakhstan International Oil Consortium)에 참가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7.15% 지분 확보
- 미쓰이(Mitsui), 쿠르다쉬-아라즈 키르간 다니즈(Kurdashi-Araz-Kirgan Daniz)에 15% 투자
- 2001년 Marubeni Trade and Investment Corporation과 Nikki Engineering Company가
Atyrau 정유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azakhoil과 약 2,500만 달러 계약 체결
- JNPC, 카즈무나이가즈와 북카스피해 해양광구 개발 위해 2억 달러 투자
일본 - 쉐브론 텍사코로부터 텐기즈 유전의 석유 100만 배럴 구입

- 아지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북카스피해 석유개발에 대한 8.3% 지분 획득
- 2005년 카즈아톰프롬이 10년간 3,000톤의 우라늄 정광을 이토추에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차
입금 6,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서 체결
- 2006년 스미토모, 간사이 전력은 카즈아톰프롬과 독점적으로 남카자흐스탄의 서민쿠둑(W,.
Minkuduk) 광산 공동개발 계약 체결, 약 1억 달러 투자, 이후 스미토모, 간사이, 카즈아톰프
롬 간 지분비를 25%, 10%, 65% 로 하는 합자회사 APPAK 설립
- 2007년 도시바(Toshiba), 카즈아톰프롬에 자사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지분
77% 중 10% 를 5억 4,000만 달러에 매각

3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표 2-2. 계속
국가
내용
- 2003년 카스피해 해상광구의 유전개발을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도스쭉 프로젝트 수행
- 2005년 카자흐스탄의 KMG와 러시아 Gazprom, Rosneft 컨소시엄이 추정매장량 80억 배럴의
카스피해 쿠르만가지(Kurmangazy) 광구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50% 지분 참여 및 PSA 체결
- Lukoil, 카라샤가낙(Karachaganak)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15%, 쿰콜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50%, 북쿰콜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50% 지분 참여
- Lukoil과 BP의 합작회사인 LukArco가 텡기즈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5% 지분 참여
- CPC 송유관 건설에 러시아 국영석유운송업체인 Transneft가 최대 지분인 24% 투자, Lukoil
(BP)과 Rosneft(Shell)도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각각 12.5%, 7.5% 지분 참여
- 2006년 푸틴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
러시아 한 공동선언’ 후, 우라늄 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인 Atomniye Stantsii 설립,
우라늄 정련센터 설립과 자레치노예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원자력발전소사 공동건설 논의
- 카즈아톰프롬과 러시아의 테넥스가 러시아 남시베리아의 안가르스크 지역에 우라늄 정련센터
를 설립하여 6,000톤 규모의 카자흐스탄 우라늄 원광을 가져와 정련추진
2) ARMZ가 카즈아톰프롬과 각각 50% 의 지분으로 자레치노예 및 자라카노예 우라늄 광산개
발을 위해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합작회사 설립
3) 카즈아톰프롬과 러시아의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ASE: AtomStroy Export)가 공동으로 원
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4) 2009년 ARMZ의 베데놉스코예(Bedenobskoe) 우라늄 광산 지분인수(Effective Energy 소
유의 카라타우 지분 50%, 악바스타우(Akbastau) 지분 25%)로 ARMZ의 카자흐스탄 내 러
시아 기업 소유 우라늄 지분 전량 확보
- 쉐브론텍사코,엑슨모빌,필립스페트롤리엄 등의 석유개발투자
미국
- BTC 연결공사에 참여
- 카메코(Cameco), 1998년 카즈아톰프롬과 40 대 60의 지분비로 합작사 인카이(Inkai)를 설립
하여 남카자흐스탄의 인카이 1, 2, 3 광산 개발 중
캐나다
- 우라늄원(Uranium One)은 2001년 악달라(Akdala), 카라산-1(Kharasan-1) 광산과 2004년 남인
카이(S. Inkai) 광산에 진출, 2009년에 러시아 ARMZ로부터 카라타우(Karatau) 지분 50% 인수
- 하이델베르크시멘트가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악타우 시멘트공장과 합작회사 설립
- 다임러-크라이슬러사,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독일
- 티손 그룹, 카즈나 펀드에 30% 재정지원 및 1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서카자흐스탄주에 규소
생산공장 건설
- 토탈, 카사간스키 유전에 투자
- 2001년 아레바(Areva)와 카즈아톰프롬은 각각 51%, 49% 의 지분 조건으로 KATKO 를 설립
하여 남카자흐스탄 모인쿰(Moinkum) 광산을 개발 중
프랑스 - 아레바는 카즈아톰프롬에 산하 울빈스크(Ulbinsk) 야금 공장에 연간 1,200톤 규모의 핵연료
집합체 제조를 위한 기술 지원
- 코제마와 카즈아톰프롬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우라늄 가공 개발
- 프랑스 시멘트는 쉼켄트와 합작회사 설립
자료: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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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카자흐스탄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차관제공
과 적극적인 진출 확대를 통해 이 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
하고 있다. 2009년에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이 50
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석유ㆍ가스 개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며, 보
다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3) 수송로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여 CNPC와
카즈무나이가즈가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한 카스피해와 중국을 연결하는 약
3,000km의 송유관 건설을 완공했으며, 1단계는 2003년 3월 완공된 카스피해의 아
티라우(Atyrau)항-켄키약(Kenkiyak) 구간, 2단계는 2005년 12월 완공된 아타수~
알라샨코우 구간, 마지막 3단계는 2009년 7월에 완공된 켄키약~쿰콜 구간으로 카
스피해 원유를 중국 서부 신장 지역까지 수송하고 있다.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는 세계
최장(약 1만 533km),4) 최대 용량(400억㎥), 최고가(약 730억 달러)의 가스관 건
설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은 30년간 매년 최대 400억㎥까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5) 카자흐스탄 구간인 제2가스관은 2012년경 완공 예정으로 이때
연간 400억㎥의 중앙아시아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M&A를 적극 시
행하였다는 점이다. CNPC가 캐나다 기업이 소유했던 페트로카자흐스탄을 시장가
격보다 높은 42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M&A건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중국은 페트로카자흐스탄이 보유한 9개의 유전 중 7개에 대한 지분 100%를
3) 강명구(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 비교경제연구,
16권 제2호.
4)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생산전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는 약 188km, 우즈베키스탄 경유 노선은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노선은 1,115km이며, 중국 서부지역에서 최종 소비지인 중국 남부까지
는 지선과 간선을 포함해 약 8,700km로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가스관 총길이는 1만
533km임.
5) 윤성학 외(2010),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개통과 정책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10-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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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중국 국영투자기관인 국제신탁투자공사(CITIC)가 캐
나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자 카라잔바스 지역의 유가스전 채굴권을 보
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5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카라잔바스무나이가즈를 19억 달
러에 인수하였다.6) 2009년 11월 CNPC E&D가 카자흐스탄의 유가스전 36건을
보유한 망기스타우무나이가즈의 지분 50%를 인수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원유 총
생산량의 40%가 중국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광물 부문에서는 2004년 11월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와
카즈아톰프롬이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2008년 11월에 CGNPC(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 Ltd)와 CNNC가 카즈아톰프롬과 더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활동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하여 우라늄 채굴, 대중국 장기 공급, 우라늄 광산 공동
개발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CGNC의 자회사인 CGNPC는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한 이르콜, 세미즈바이(Semizbai) 광산에 진출하였고, CNNC는 추사
리수(Chu-Sarysu) 지역의 잘팍(Zhalpak) 광산에 진출하였다. 이르콜과 세미즈바이
광산의 매장량 합계는 3만 톤U에 달하고, 이르콜은 연간 750톤U을 생산하고 있
다. 잘팍 광산의 매장량은 1만 5,000톤U, 생산량은 1,000톤U이다.
중국은 해외식량기지 건설을 목표로 카자흐스탄의 농업 부문에도 진출해 있는
데, 이를 위해 비연료부문의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9년 5월
에는 카자흐스탄 삼룩카지나의 자회사인 카지나자금관리사(Kazyna Capital Management)
와 중국 CITIC Group의 자회사인 CITIC Capital Holdings limited가 자본금 2억
달러의 직접투자 펀드인 ‘CITIC-카지나 투자기금(CITIC-Kazyna Investment
Fund)’을 설립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농산물 생산자들에
6) 조영관 외(2009),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0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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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토지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전면적인 카
자흐스탄 농업 부문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월 30일
에 외국인 토지임대권(차지 계약) 확대 반대를 위한 항의집회가 알마티시 사리아카
(Sari-Aka) 광장에서 약 2,000명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야당 지도자는
중국이 이미 카자흐스탄의 석유 소유권 40%를 가지고 갔으며 이제는 토지 점유를
통해 독립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7)
일본은 석유 부문에서 일본 최대 규모 석유회사인 인펙스(Inpex)사와 이토추석유
(Itochu Oil Exploration)를 중심으로 지분 참여를 통한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가스전뿐만 아니라 송유관, 정유공장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미쓰이(Mitsui)는 쿠르다쉬-아라즈 키르간 다니즈(Kurdashi-Araz-Kirgan
Daniz)에 15%를 투자하고 있으며, IAOC 컨소시엄(Japex, Inpex, Teikoku,
Itochu 등)이 아타쉬가(Atashgah) 프로젝트에 사업운영자(지분 50%)로 참여했으
나 개발에 실패하고 2003년 철수하였다. 일본가스공사(JGC)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합
작으로 2001년부터 3억 8,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아티라우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중 두드러지는 부문은 우라늄 부문이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제고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1%에 해당
하는 일본 내 카자흐스탄 우라늄 수입 비중을 향후 30% 확대할 방침이다. 주로 카자
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우라늄광산의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은 스미토모(Sumitomo), 간사이(Kansai)전력, 이토추, 마루베니(Marubeni)
및 NGK Insulator Inc.이다.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협력은 단순히 광산 개
발 및 생산물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ㆍ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
고 있다. 일본은 5억 달러 규모의 무역ㆍ투자 보험 개설을 약속했으며, 카자흐스탄
7) Central Asia Online(201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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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술적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카
자흐스탄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일본 모듈의 중소형 원자로를 사용하는 것도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러시아도 오랜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러시아의 투자는 에너지자원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6년 양국 정상들의 주도
로 우라늄 부문에 대한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루크오일은 카라샤가낙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15%, 쿰콜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50%, 북쿰콜 유전개발 프로젝트
에 50%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으며, 가즈프롬과 로즈네프트 컨소시엄이 쿠르만가
지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50%, 루크오일과 BP 합작사인 루크아르코(LukArco)가
텡기즈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5%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텡기즈 유전과 러
시아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 수출터미널을 연결하는 CPC 송유관 건설에 러시아
국영석유운송업체인 트란스네프트(Transneft)가 최대 지분인 24%를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본격적인 우라늄 협력은 2006년 1월 푸틴 대통령과 나
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여 공동 우라
늄 전력 센터 설립과 카자흐스탄 자레치노예(Zarechnoye)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원자력 발전소사 공동건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ARMZ도 카즈아톰프롬과 자레치
노예 광산 개발을 위해 6,000만 달러를 투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광산은
4만 톤U 규모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생산단계에 접어들어 2009년
부터 최대 연 1,000톤U의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주로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카자흐스탄처럼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며 최근
러시아와 일본이 우라늄 부문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3]은 주요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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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동향
국가

내용

- CGNPC와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가 동등한 지분조건으로 나보이 보즈타우스카야 우라늄 블
랙 셰일 광산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작사인 우즈벡-중국 우라늄(Uz-China Uran) 설립
- 안디잔 저수지, 아한가르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 건설과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 중국산 장비 설치
중국

- 젬스나랴드와 서부지역 관개수로 정비를 위해 600만 달러, 레작사이스크 저수지 건설에
250만 달러, 카스카다린주의 추베가탄 칼리비료 공장 건설에 5,800만 달러 투자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통신 및 농업 부문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1,807만 달러 차관
도입 협정 체결
- 2007년 연료에너지단지 및 수자원 공급 시스템 복구를 위해 중국국영수출입은행과 추가적
인 3억 달러 차관도입과 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서 체결

- 2002년 가즈프롬, 서부 샤흐파흐티(Shakhpakhty) 가스전 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와 PSC 계약 체결, 우스추르트스키 지역의 유전지대 지질조사를 위해 2011년까지 2억
6,000만 달러 투자, 우르가 유전의 복구, 쿠아느스 및 악찰라스키 유전지대에 3억 5,000만
달러 투자
- 또한 가즈프롬은 남부 부하라-히바(Bukhara-Khiva) 지역의 칸딤/카우작/샤디(Kandym
/Khauzak/Shadi) 가스개발 프로젝트 참여, 2006~10년간 우스튜르스키 지역의 지질조사와
천연가스 채굴에 약 900만 달러 투자
- Lukoil, 서부 아랄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20% 지분 참여, 총 투자액이 9억 9,520만 달러가
소요되는 부하라주 칸드임 지역의 천연가스 채굴과 우스추르트 지역의 지질탐사를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 (주)스트로이트란스가즈, 무바렉스키 가스공장 재건을 위해 2억 2,500만 달러, 아한가란-푼
러시아
간 사이 가스관 공사에 7억 달러 투자
- 말레이시아의 Petronas, 석유화학 플랜트 추진 중
- West-Ural 기계생산 그룹과 중국 CITIC사가 공동으로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데흐칸
바드(Dekhkanbad) 칼륨 비료 플랜트 추진 중
- 나보이와 러시아의 테넥스(Tenex), 우라늄 개발생산에 관한 공동 합의서 채결
- 2006년에는 악타우 광산 개발에 관한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간 공동 기업 설립을 규정하는
우라늄 채굴에 관한 의정서 체결, 합작회사는 러시아 테넥스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와 지질
광물자원위원회로 최종합의 추진 중
- 가즈프롬, 우즈베키스탄의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건설 부문에서 연간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위스의 Zeromax의 비석유가스 부문 자산 매입, 건설 및 소비재 부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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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국가

내용

일본

- 2006년 우즈베키스탄-일본 간 우라늄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7년 이토추와 나보이사는 루르노예 블랙 셰일 우라늄광산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합의
- 2008년에 미쓰이가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와 남콕파타스카야 블랙 셰일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지질조사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기초합의서 체결
- 2009년 JOGMEC과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는 나보이 지역의 우라늄과 희토류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미국

영국

- RIK International사, 400만 달러 투자하여 누라타우 산악지역의 금광개발을 위한 이동식
금 처리 설비 활용 기업 설립
- 2006년 United Internatinoal Group이 서부 우즈베키스탄 금매장지 투자
- 미국 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인 코스콤이 2,500만 달러 투자하여 무선통신 현대화
- Oxus Gold,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 50:50 투자로 합작회사 설립, 아만타이타우 금광
개발 완료,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중앙아시아 최대 유색광물 광산인 OAO
‘아말광산단지’의 ‘한디자’ 광산 개발 및 판매 허가 취득
- Oxus Gold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Marakand Minerals Oxus gold, 7,100만 달러
투자하여 합작회사 설립, 한디자 광산 개발

스위스

- Zeromax GmbH, 총 4억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남서부 지역 기사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해 2006년에 1,500만 달러를 투자

자료: 필자 작성.

중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석유나 가스 부문보다 차관제공을 통한 농업, 수
력 부문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젬스나랴드와 서부지역의 관개수로 정비를 위
해 600만 달러, 레쟉사이스크 저수지 건설에 250만 달러, 수자원 공급 시스템 복
구를 위해 중국국영수출입은행이 3억 달러 차관 제공, 농업 부문에 약 18만 달러
차관 제공 협정을 체결하는 등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CGNPC와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가 동등한 지분조건으로 나보이 보
즈타우스카야 우라늄 블랙 셰일 광산 개발을 위해 우즈벡-중국 우라늄 합작사를
설립하여 우라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국제은행을 통해 2004년 9월 차관기간 25~30년의 중장기 자금 4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해 철도, 교량, 공항, 도로, 하수정비 사업 등 5개의 프로젝트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39

를 수행했다. 미쓰비시는 직접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화학공장 현대화 사업
에 참여했으며, 이토추는 사마르칸트 자동차 공장, 전력 부문에 진출했다. 우라늄
부문에서는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일본 간 우라늄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합의서
가 체결되었고 2007년 10월 이토추와 나보이사가 루르노예 블랙셰일 우라늄 광산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에 합의했다. 2008년 미쓰이는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와
남콕파타스카야 블랙셰일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지질조사 합작법인 설립에 관
한 기초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9년 JOGMEC과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는 나
보이 지역의 우라늄과 희토류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지
분비로 블랙셰일의 우라늄을 ISL공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았
던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002년 가즈프롬은 서부 샤
흐파흐티 가스전 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PSC 계약을 체결하였고, 남부
부하라-히바 지역의 칸딤-키우작-샤디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루크오일
도 서부 아랄해 육해상 지역의 가스전 프로젝트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참여하
였다. 루크오일은 2009년 부하라 지역의 칸딤 가스전 개발을 위해 1억 2,120만 달
러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카르칼팍스탄공화국의 우스추르트 및 기사를 남부 지역
탐사에 1억 1,6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가즈프롬은 우스추르트 지역 가스전
지질탐사에 3,55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스위스의 제로막스와 공동으로 남서
쪽 기사르 지방 유전ㆍ가스전 탐사에 5,18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
의 웨스트-우랄 기계생산 그룹과 중국 CITIC사가 총사업비 1억 2,000만 달러 규모
의 데흐칸바드 칼륨비료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으로, 우즈베키스탄 플랜트 시장은
러시아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광물 협력은 우
즈베키스탄 국영기업 나보이와 러시아의 테넥스(Tenex)가 우라늄 개발 생산에 관
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채굴된 우라늄
원광을 러시아 안가르스크의 우라늄 정련센터에서 농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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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채굴에서의 협력 제안으로는 2006년 1월 악타우 광산 개발에 관한 러시아-우
즈베키스탄 간 공동 기업 설립을 규정하는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매장량은 4만
4,000톤U이며 추가탐사로 약 50%의 추가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작회사 건설에 대한 양국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천연가스 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에
너지자원 연관 플랜트 및 국가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천연
가스 개발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가스 수
출노선 다변화와 실리 추구 외교정책으로 최근에는 중국과 EU 국가들과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완공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
국 가스관 노선 개통 이후 관련 부문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EU 국가들은 나부코(Nabucco) 프로젝트와 건설 부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
도는 IT 경쟁력, UAE는 석유개발 노하우 및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진출하고 있다.
터키 및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진출도 활발하여 가장 다양한
국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이다. [표 2-4]는 주요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투자 동
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주요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투자 동향
국가
중국

-

내용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가스관(2차 노선) 건설 중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 가스전 탐사 채굴에 차관 공급(1억 2,000만 달러 상당)
디젤기관차 및 설비 투자 협정(1억 2,800만 달러)
석유기술건설회사, 유정수리, 굴착 사업에 2,500만 달러 투자 및 쿰다그 유전
증산프로젝트에 참여
2005년에는 1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디젤기관차, 열차 및 설비 도입 협정 체결 및 중국제
철도설비 및 부품 공급
CNPC 아무다르야강 인근 Bagtiylyk 가스전 개발을 위한 생산물분배계약(PSA)
체결(육상가스전 중 외국 참여 유일)
CNPC, 투르크메니스탄 내 노후 유전 30여 개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 중(23개 광구 복수,
7개 광구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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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국가

내용

- 치에다, 원유정제시설 건설에 투자
- JGC, Itochu, Nishio-Iwai 컨소시엄이 폴리프로필렌 생산설비 건설에 2,000만 달러 투자
계약 체결
- Itochu, 아슈하바트 기관차 차량기지 재건축에 7,400만 달러 투자 및 철도 운영 시스템
일본
자동화 등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
- 가스정제 및 염분제거 장치 건설과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 생산하여
국제시장에 수출할 계획
- 투르크메니스탄 농업단지에 숙련 기술자 파견
- 2009년 이테라(Itera)가 카스피해 해상 블록 21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PSC 계약을 체결
- 가스 파이프라인 재건(CAC: Central Asia Center) 및 신가스관 건설 추진
러시아
- Zarit 유전탐사
- 무선호출서비스에 4,600만 달러 투자
- Mobil Oil, 부론(Burun) 유전 투자
- Shell, 유전탐사 투자
- American Communication Consultant, 비누공장에 약 8억 달러 투자
미국
- US Telecommunication, 투르크메니스탄 10개년 통신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컨설팅)
- MIC, 인터넷 사업과 미국-투르크메니스탄 직통 전화 구축사업 진출
- Burren Enertgy Group이 Burren의 나프트타그 해상유전 석유채굴에 2억 5,000만 달러
투자
영국
- 카자흐스탄 OAE와 영국계 드레곤 오일이 카스피해 해양광구 지역인 첼레켄 반도
석유채굴에 투자
- 아일랜드의 에머럴사, 4,320만 달러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투자
- 지멘스(Simens), 남카미슬야(Kamyshldja) 유전 및 가스전 복구에 1,240만 달러 투자
- 알카텔(Alcatel), 지방 전화국 건설
- Wintershell, 유전탐사
독일
- Mannesman과 알카텔, 천연가스 처리 공장 건설 참여 7,200만 달러 투자
- RW AG, 장기적 에너지 공급 합의서 체결
- Thompson, 아슈하바트 국제공항 관제시스템 구축
프랑스
- Bouygues, 아슈하바트 도시개발 건설 시장 독점
스위스 - MAN 투르보마시넨 스바이츠는 석유화학단지 건설 투자
덴마크 - Maersk Oil Trukmenistan이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투자
- 헬가 뮬레르 임포르트-엑스포르트,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 내 휘발유와 디젤을 저장
오스트리아
할 수 있는 저장량 2만 ㎥의 저장탱크 5개 건설을 위해 360만 달러의 투자계약 체결
이탈리아 - Agip Swissital, 3,070만 달러를 투자해 소다, 실, 양말제조 공장 건설
- Norsel, 4,000만 달러의 방직공장 건설
- Ahmet Chalik, 2,500만 달러 섬유단지 조성사업 투자
- Engin Group과 Gap-Turkmen, 각각 690만 달러와 4,150만 달러를 투자해 섬유공장
터키
건설 진출
- Lotus, 1억 2,000만 유로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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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국가

내용
Sdjanta Phama, 의료단지 조성에 2,500만 달러 투자
ONGC가 카스피해 해상광구 블록 11-12의 지분 30% 매입
인도
아슈하바트 IT 센터 건설 프로젝트 지원
Dragon Oil, 첼레켄 반도 해양광구 채굴에 4,320aks 달러 투자
UAE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와 Trukengaz가 남부지역
암모니아/요소 생산 합작법인 설립(생산능력은 연간 100만 톤 규모)
카자흐스탄 - 투르크멘바쉬-악타우-아티라우-아스트라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

우크라이나 - 아무다리야강 철교 공사 수주
자료: 필자 작성.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에너지 비수출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
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비해 적은 편이다. 특히 두 국
가는 인프라 개발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수송ㆍ운반 등에서도 불리한 지형조
건을 갖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며, 대부분의 개발이 국제사회의 ODA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WTO에 가입하는 등 대외개방도가 높은 편이지만 외
국인투자는 주로 농업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그린에너지 산업
의 주요 원소인 희토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구소련 시절 희토원소의
80%를 공급하던 키르기스스탄의 희토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표
2-5]는 주요국의 대키르기스스탄 투자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주요국의 대키르기스스탄 투자 동향
국가
중국
러시아
미국
자료: 필자 작성.

내용
상품교역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투자
산업발전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공공부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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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경제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의로 해외송
금액에 대한 국가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경제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식량 부족
국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타지키스탄에 대해 각국은 개발 원조성 자금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독립 이후 생산이 거
의 멈춘 석유ㆍ가스 부문,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금, 은, 알루미늄 광산 개발을
위해 각국이 투자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표 2-6]은 주요국의 대타지키스탄 투자 동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6. 주요국의 대타지키스탄 투자 동향
국가

내용

중국

- 중국수출입은행, 시노히드로(Sinohydro)사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 및 전력 공급과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투자
- 2007년 중국 ZiJin Mining Group이 5,500만 달러에 연간 금 채굴량의 2/3를
차지하는 자라프샨(Zeravshan) 금광의 지분 75% 인수

러시아

- 하틀론주의 바흐스강에 발전용량 670MW의 샹투진 수력발전소1 건설 투자,
이를 위해 약 2억 7,700만 달러 상당의 샹투진 수력발전소1 주식회사의
주식발행.

자료: 필자 작성.

타지키스탄에는 금 500톤, 은 6만 톤, 석탄 14억 톤이 부존되어 있고 400여개
의 광산에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하여 투자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지키스탄 과학아카데미의 조사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는
총 28개의 금광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에 타지키스탄의 연간 금 채굴량
의 2/3를 차지하는 자라프샨 금광의 지분 75%를 인수하였다. 코니만수르 지역에
는 세계에서 둘째로 큰 은광에 3만 8,000톤의 은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150년
동안 매년 50톤의 은광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부지방에는 대리석,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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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 등 건설 내장재료와 200년간 채굴이 가능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중부
마이큐라 지역에는 매년 15만 톤을 채굴할 수 있는 텅스텐이, 카트론 지역에는 희
귀원소인 스트론튬(연간 18만 톤 채굴 가능)과 은ㆍ아연광산이 있다. 알루미늄 또
한 타지키스탄의 주요 자원으로 TALCO 알루미늄 공장은 연간 52만 톤을 생산하
여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우즈베키스
탄 전력 총생산량의 40%에 달하는 양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타지키스탄 총수
출의 30%를 차지 또한 이 공장에는 1만 3,000명이 고용돼 있어 타지키스탄 경제
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 때문
에 타지키스탄 정부가 이 공장의 장비 현대화,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고 노력해도
외국인투자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인프라 개발과 광물자
원 개발은 매우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어 각국에서 이 부문 개발을 위한 새로
운 진출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는 풍부한 광
물자원 외에도 1억 1,300만 톤의 원유와 863㎥의 가스, 3,600만 톤의 가스 콘덴세
이트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개발이 어려
운 실정이다.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성과 및 투자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석유ㆍ가스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국가 차원
의 에너지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부문에
서 최근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잇는 세계 최장 가
스관 건설에 성공하고, 자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중국기업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사실상 중앙아시아 내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가장
주요한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지속해 온 중앙아
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강력한 정치적 주도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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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
들은 러시아 이외의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진출
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ODA,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원조성 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협력에서 다자간보다는 양자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전략
을 추구하고, 일본은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석유ㆍ가스 부문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나. 한국의 투자 동향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현황은 1991년부터 2010년 말까지 총 1,538건, 약
24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
중되어 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전체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중 76.7%,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8%를 차지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에 대한 투자가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1991년부터 2010년 9
월 말까지 총 2건이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업종별 투자형태도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대
해서는 금융업과 건설업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제조업, 키르기스스탄과 타지
키스탄에 대해서는 도소매업 중심의 소규모 투자와 광업, 제조업 등에 투자하고 있
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년 1월 현대엔지
니어링과 LG상사 컨소시엄이 13억 3,611만 달러규모의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건설
수주에 성공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진출활로를 찾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
앙아시아 투자는 중앙아시아가 구소련에서 독립한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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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연도

카자흐스탄

투르크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전체 합계
메니스탄
스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512

우즈베키스탄

1991

건수
1

금액 건수
512
-

1992

7

994

1

0

-

-

-

-

-

-

8

994

1993

1

113

2

15,000

-

-

-

-

-

-

3

15,113

1994
1995

4
10

5,592
856

1
7

66,300
28,549

-

-

-

-

0
0
3 29,000

5
20

71,892
58,405

1996

9

1,031

17

78,137

-

-

-

-

-

-

26

79,168

1997

6

105,352

13

16,314

-

-

2

145

0

0

21 121,811

1998

1

60

16

11,267

-

-

3

5,800

-

-

20

1999

2

1,835

5

333

-

-

4

2,650

-

2000
2001

5
13

354
1,323

6
6

17,770
60,619

-

-

1
2

350
180

2002

9

500

4

462

-

-

4

2003

8

13,820

9

5,252

-

-

2004

33

22,527

6

563

-

-

2005

40

25,570

20

8,695

-

-

2

2006
2007

92
155

249,377 55
286,345 105

22,146
70,844

0
1

2008

105

822,201 104

65,844

2009

143

139,389

65

2010

110

101,632

48

합계

17,127

-

11

4,818

2 29,000

12
23

18,474
91,122

40

3

100

20

1,102

-

-

0

0

17

19,072

0

0

-

-

39

23,090

355

-

-

62

34,620

0
18

6
732
33 12,824

3

119

153 272,255
297 370,150

0

0

81 33,038

9

862

299 921,945

32,722

1

15

49

8,537

10

1,145

268 181,808

22,264

0

0

73

9,102

2

107

233 133,105

754 1,779,382 490 523,081

2

33 260 73,753

32 60,333 1,538 2,436,58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는 주로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됐었는데, 이는 대우가 한국에서는 선구적으로 중앙
아시아에 진출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우즈대우(UzDaewoo)를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투자가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
탄에 대한 투자는 점차 줄어든 반면, 2003년 이후 건설업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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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진출이 활발해졌다. 경제중심지이자 옛 수도인 알마티의 주택 및 인프라 건
설, 아스타나 신도시 개발 건설 등으로 카자흐스탄에 건설과 부동산 붐이 일면서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 금융
및 보험업 부문에도 활발히 진출하였다. 2009년부터는 카자흐스탄 광물 부문에
집중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우라늄 개발 협력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활발한 정상 자원외교로 인한 신규 사업 확보를 통
해 주로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는 아직까지도 미개발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한국의 개발 참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대상지역인
중동과 거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인 EU가 인접해 있어 수출시장 확보에도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는데, 카자흐스
탄의 핵심 광구에 서구 석유메이저들이 집중 투자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카자흐스탄 잠빌(Zhambyl) 광구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
하고 있는 유전 및 가스전은 총 7곳이며, 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모두 탐사 및 조사 단계에 있다. 같은 시기에 양국은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
를 통해 석유ㆍ가스를 포함한 광물자원 공동조사 MOU를 체결하여 광물 분야 협
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카스피해 북서 해상지역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개발은 한국 해외유전
개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추정 매장량은 약 16억 6,000만 배럴로
한국 연간 석유 소비의 2년치와 맞먹는 규모이다. 2004년 9월 한-카자흐스탄 정상
회담 시 한국의 첫 카자흐스탄 개발 광구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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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2009

카자흐스탄
업종
금액

우즈베키스탄
업종
금액

1

광업

80,235

제조업

2

건설업

36,663

광업

3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444

총계
누적*
1

업종
금융 및
보험업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업종
금액 업종
금액
업종
금액
사업시설관리
25,264 및 사업지원 15 건설업 3,963 도소매업 957
서비스업
도매 및
부동산업
3,616
1,350 건설업 100
소매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출판영상
기술
1,155 방송통신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139,389
금액

업종

675,832

제조업

32,772
금액

업종

15
금액

사업시설관리
345,898 및 사업지원 33
서비스업

부동산업
54,531 도소매업
0
임대업
출판영상
출판영상
부동산업
3
245,518 방송통신 36,862 방송통신
0
임대업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총계
1,703,039
505,830
33
2

건설업

370,123

광업

1,199

제조업

88

업종

8,537
금액

업종

1,145
금액

건설업

26,571

제조업

58,229

광업

10,689 도소매업

992

부동산업
임대업

701

도소매업 9,693
66,642

60,226

주: 누적치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속되다가8) 2007년 3월 탐사계약 최종안을 도출하였고 2007년 7월에 최종 탐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컨소시엄9)은 현재 카즈무
8) 잠빌 광구의 개발권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경제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유전 개발업계에서
는 보통 탐사성공 확률이 15% 이상이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유전이라고 평가하는데, 잠빌 광구의
평가 결과 성공할 확률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1사 1광구 원
칙을 들면서 4개 광구로 이루어진 잠빌 광구를 다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2개 광구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기로 하였으며, 퇴역군함 제공, 석유화학업계의 산업협력 강화 등을 계약 부가조건으로
제시하였다.
9) 한국석유공사, SK, LG상사, 삼성물산, 대성산업,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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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즈가 보유한 지분 100% 중 27%를 인수하였고, 탐사 성공 시 추가로 23%
에 대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탐사가 성공할 경우
한국은 50%의 지분과 광구에 대한 공동운영권을 가지면서 약 8억 3,000만 배럴의
석유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와 LG상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카
자흐스탄 중부 악토베(Aktobe) 지역 ADA 광구는 2006년 7월 첫 시추공에서 석
유발견에 성공할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유전이다. 현재 추정 매장량은 1억 7,000
만 배럴 정도이나 광구가 카스피해 오일벨트 지역10)에 위치해 실제 매장량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SK에너지와 LG상사 등이 전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공동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8광구도 ADA 광구처럼 카스피해 오일벨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추정 매장량은 2억 5,000만 배럴에 달한다.
한국석유공사가 25%, LG상사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기즈카라
(Egizkara) 광구는 프리카스피안(Pre-caspian) 분지 북동쪽에 자리한 육상광구로 2억
배럴의 추정 매장량을 자랑한다. 세하(구 세림제지)와 우리투자증권 컨소시엄인
KS에너지가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2005년 7월부터 공동 개발하고 있는
사크라마바스(Sarkramabas) 광구와 웨스트 보조바(West Bozoba) 광구는 매장량이
각각 2억 7,000만 배럴과 1억 6,0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가스전인 남카르
포프스키(South Karpovsky) 가스전은 한국석유공사와 5개 민간기업이 구성한 한
국컨소시엄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추정 매장량은 약 4,600만 톤으로
2007년부터 본격 개발 중이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자원외교는 대우(Daewoo)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이래 양
10) 카스피해 오일벨트 지역(Caspian Oil Belt Zone)은 카스피해 북동 해안과 북서부 내륙에 걸쳐
띠를 형성하고 있는 유전지역으로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 유전인 카샤간 유전과 텡기즈 유전, 카라
차가나크 유전 등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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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수르길 석유화학단지 개발 및 나보이 경제특구 개발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
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구는 아랄해 가스전과 나망간
(Namangan)ㆍ추스트(Chust) 유전이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
탄 방문과 2006년 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답방으로 논의가 시
작된 아랄해 가스전은 2006년 8월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5개국 기업과 우즈베키
스탄 정부간 생산물분배협정이 체결되면서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 아랄해 가스전
지분은 한국석유공사, 러시아 루크오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즈(Petronas), 중국
CNPC, 우즈베키스탄 우즈벡네프트가즈(Uzbekneftegaz) 5개 기업이 20%씩 균등
분할해 보유하고 있다. 아랄해 가스전의 수익은 추후 협의할 로열티와 투자비용을
회수한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분참여회사가 50:50으로 분배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동쪽 페르가나(Fergana) 분지에 위치한 나망간ㆍ추스트 유전은
추정 매장량이 각각 4억 3,500만 배럴과 3억 8,000만 배럴에 달한다. 2006년 3월
우즈벡네프트가즈와 한국석유공사 간 공동조사 및 탐사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현재 기술자료 수집과 사업성 평가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표 2-9]는 한국의 대중
앙아시아 석유ㆍ가스 개발 현황을 요약한 것으로 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석유ㆍ가스 뿐아니라 광물자원 개발에도 진출하고 있는
데, [표 2-10]은 이를 요약해 주고 있다. 정부 및 민간기업들은 최근 광물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한국 기업들의 위기가 아닌,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개발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석유
ㆍ가스뿐 아니라 우라늄, 금, 구리, 아연 등이 고루 대량 매장되어 있는 세계 광물
자원의 보고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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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석유ㆍ가스 개발 현황
국가

개발광구

한국 참여기업

추정매장량

잠빌(Zhambyl)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27%(탐사 성공 시 추가 23% 선매권)
* 한국컨소시엄 지분의 참여사별 비중:
6,000만
한국석유공사 35%, SK 25%, LG 상사 16억배럴
20%, 삼성물산 10%, 대성산업 5%,
대우조선해양 5%

ADA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50%(석유공 22.5%, LG상사 22.5%,
기타 5%)

에기즈카라
(Egizkara)
유전

LG 상사
카
자
남카르포프스키
흐 (South Karpovsky) 한국컨소시엄
스
가스전
탄
사크라마바스
KS에너지(세하,
(Sarkramabas)
우리투자증권 등)
유전
웨스트 보조바
(West Bozoba)
유전

LG상사 50%

1억 7,000만
배럴
2억 배럴

50%(석유공 17.5%, GS홀딩스 12.5%,
경남기업 7.5%, 금호석유 5%,
현대중공업 5%, 카즈너지 2.5%)

4,600만 톤

50%(세하 25%, 기타 25%)

2억 7,000만
배럴

KS에너지(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1억 6,000만
배럴

8광구 유전

LG 상사, SK

아이르샤글

대한뉴팜

아랄해 가스전

석유공

우준쿠이 가스전
우
즈
베
키
스
탄

한국 지분

100%(LG상사 50%, SK 50%)
대한뉴팜 17%

20%(생산물분배조약)

LG 상사, 가스공사 UNG 와의 정식계약(2009년 5월)

2억 5,000만
배럴
4억 배럴
3,600만 톤
1억 9,000만
톤

나망간
(Namangan)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4억 3,500만
배럴

추스트
(Chust)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3억 8,000만
배럴

35&36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인터내셔널 100% 탐사권(2008년)

미확인

수르길

한국컨소시엄

UNG 와 KC가 각각 50% 씩 JV 구성

8억 3,000만
배럴

자료: 이재영 외(2007)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5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표 2-10.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광물자원 개발 현황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개발사업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개발단계

아약코잔
구리광

포넷

합작법인 지분
60%

5만 톤(가채)

타당성조사

카라타스
몰리브덴
동광

엔디코프

33.3%

-

개발준비

자파드노
금광

한국광물자원
공사,
경남기업,
대우, SKN

50%
(광진공 20%,
기타 각 10%)

60톤

타당성조사

잔타우르
우라늄광

한국광물자원
공사

50%

2만 6,000톤

타당성조사
결과분석

자료: 필자 작성.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도 미개발 광산 또는 필수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원
전 수출을 위해 보다 활발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광물자원은 우라늄으로 원자력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1kg으로 석유 300드럼과 맞먹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식량, 석유
에 이은 3대 전략물자로 인식된다.11) 한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0기 이외에
2020년까지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라늄 개발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2. 투자매력도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기업이 투자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투자 가능성과 투자 규
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 분석에서
11) 국정브리핑(2007. 7. 2), ｢21세기는 원자력 발전원료 우라늄 확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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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환경, 투자매력도, 투자위험도라는 몇 가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사용되는 이 세 가지 용어는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환경과 투자매력도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투자매력도는 투
자환경에 비해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환경에는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들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투자매력
도는 보다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부문에 초점을 둔 조금은 좁은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투자매력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투자를 위한 경제적
인 측면의 근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투자환경에는 크게 기본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이 지닌 기초조건과 변화하고 있
는 2차 조건이 있다. 기초조건에는 인구 수, 영토의 크기와 위치, 자원 보유 등이
포함될 것이며, 2차 조건에는 경제성장,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국가나 지역과 관계없이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구성된 3차 조건
이 있으며, 3차 조건에는 세계경제 변동, 자원 가격이나 수급의 변화, 새로운 에너
지 수송로나 운송로의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투자매력도에는 이러한 조건 중에서 기업의 투자에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위험(risk) 분석이란 측면에서 투자환경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
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에서 발행한 “글로벌 리스크 서비스(Global
Risk Service)”는 이처럼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한 국가의 기업,
금융, 정치 부문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매력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투자매력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다. 세계경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개별 학자들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 왔다. 여기에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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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투자환경과 투자매력도

투자환경

투자매력도

은행의 ‘Doing Business’, EBRD의 ‘이행기 리포트(Transition Report)’ 등이 포함
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간되고 있는 ‘Doing Business’이
다.12) 기업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를 평가하는 이 지수에는 사업 착
수, 건축허가, 소유권 등록, 신용 부여,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국제거래, 계약효력,
폐업절차 등 9개 항목별로 지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결정하며, 종합적으로
국가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2010년에 평가한 ‘Doing Business 2011’ 지수에서는
싱가포르가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덴마크가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은 16위를 차지했다.
EBRD의 ‘이행기 리포트’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진행 정
도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 시장과 교역, 금융제도, 인프라 등의 항목이
평가된다. 또 하위 항목으로 기업 항목에서는 대형 기업의 사유화, 소기업의 사유
화, 경영과 구조조정이 평가되고, 시장과 교역 항목에서는 가격자유화, 교역과 외
환 시스템, 경쟁정책이 평가된다. 또한 금융제도 항목에서는 은행개혁과 이자율 자
유화, 증권시장과 비은행금융기구 등이, 인프라 항목에서는 전반적인 인프라 개혁
12) http://www.doingbusiness.org.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55

이 평가된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지수 평
가(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가 있다. 이 지수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과 기초교육, 고등교육과 훈련, 재화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
융시장 발달, 기술수준, 시장크기, 사업환경, 혁신 등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2009~10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는 스위스가 1위를 차
지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19위를 차지했다.
다국적 컨설팅사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조사하고 있다.13)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진에
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특정 국가의 직접투자 여건에 대한 이미지, 투자자 확
신도, 투자 기업에 대한 편익 제공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를 조사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현지의 상황을 모든 부문에
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더욱 더 혼란스러운 것은 평가기구의 평
가가 때때로 상호간에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크게 주요한
네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분석, 자원부존 조건 및 산업 요
인 분석, 인프라 요인 분석, 제도 및 관행 요인 분석이라는 네 가지 분석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
각각의 요인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3장인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분석에서는 거시경제, 금융, 대외무역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
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첫째는 시장규모와 구조, 성장률에
13) 2009~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213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주요 컨설팅 기업 중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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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며, GDP 규모, 성장률과 물가, 투자액, 투자율, 소비지
출액 등이 분석 대상이다. 둘째는 산업구조와 요소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분
석 대상이며, 경제부문별 총부가가치 생산구조, 금융시장 등이 분석된다. 또한 노
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부문별 고용구조, 실업률, 최저임금 등도 분석대
상이다. 셋째는 정책 요인 분석으로 민간 부문의 발전, 기업활동의 자유, 경제자유
도 지수 등과 같은 시장접근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분석
대상이다.
표 2-11.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분석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투자액,
경제부문별
GDP 성장률과 투자율, 대외
총부가가치
규모
물가
소비 경제부문
생산구조
지출액

노동
시장

금융
시장

정책요인
민간부문의
발전

무역 및
산업정책

4장의 자원부존 요인 및 산업요인 분석에서는 보유 자원에너지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국가별 비교우위를 수치 및 도표로 나타내고자 한다. 자원부존
조건에서는 에너지, 광물, 농업 등의 자원 요인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분석대상이다.
또 산업 요인에서는 고정자본 형성, 역내무역 비중 등이 분석대상으로 다루어진다.

표 2-12. 자원부존 요인 및 산업요인 분석
자원부존 요인 및 산업요인
자원부존조건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산업요인
농업자원

고정자본 형성

역내무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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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의 인프라 요인 분석에서는 교통, 통신, 전력, 교육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체제전환기의 국가들에서는 인프라 개발 수준이 투자매력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
할을 한다. 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고, 이들의 개
발 정도가 향후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개발과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SOC는 교통, 통신, 전력 등을 주 연
구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및 노동력의 질적 평
가와 관련하여 교육 부문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인프라의
경우에는 철도, 도로, 항공, 해운(내륙수운) 인프라 및 물류시설 등을 검토할 것이
고, 통신의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환경 및 이동통신사업 환경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전력의 경우에는 전력생산 및 배전망 네트워크, 전력공급체계 등을 검토할
것이다. 또 교육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및 전문직업교육 환경, 직업교육 및 고등교
육 관련 시설, 교원 충원 및 자질향상 프로그램 등의 요소들을 검토할 것이다.
표 2-13. 인프라 요인 분석
인프라 요인
교통물류 인프라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인프라
유선
통신

무선
통신

인터넷
및
광대역

전력 인프라
생산
설비

교육 인프라

교육
고등
송배
재정 및
전
교육
인프라

전문
직업
교육

국제
학교

6장의 법ㆍ제도 요인 분석에서는 투자 관련법을 통해 투자환경을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회사 설립의 절차, 기간, 제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것이며, 고용
제도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비교 분석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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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법, 제도 요인 분석
법, 제도 요인
회사설립

고용제도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외국인투자자
권리보장

주택,
최소
외국인
고용
토지 상가
조세
외국인
회사 준비 설립 소요 투자 수습
퇴직 휴가 계약 근로 주요
소유권 건물,
과실 법률
임금
협약
국유화
투자자
형태 서류 자본 기간 기업 기간
금 제도 종료 시간 세목
및 관광
송금 변경
체결
혜택
금
설립
요건
사용권 시설물
소유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비교하는 방법은 자원 및 산업 요인, 인프라
요인 등 수치를 통한 비교가 가능한 항목들은 수치 지표로 비교를 하며, 이러한 수
치적 비교가 어려운 서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술 형식을 통해 비교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의 투자 요인을 분석한 후에는 비교가 가능한 경
우,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표를 러시아, EU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중앙아
시아의 투자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과거 구소련으로 중
앙아시아와 같은 형태의 경제체제를 유지했으며, 현재에도 정치, 경제, 사회, 언어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
계 주요 선진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EU와도 비교하여 중앙아시아의 투자환경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투자환경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비교 시기는 2003~09년 동안이며 특정시점의
비교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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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매력도와 경제적·정책적 요인
외국인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국의 경제적 요인은 외국인투자의 유
입 동기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진출을 노린 투자인가 아니면 자원개
발을 위한 투자인가, 또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노린 투자인가, 첨단기술과 지식의
획득을 위한 투자인가에 따라 결정요인도 차별화된다. 따라서 특정국이나 지역의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 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주요 투자동
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요인 분석의 초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동기는 주로 시장진출이나 자원개발이 중심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생산비용 절감을 노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다.14) 따라서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의 분석도 이러한
투자 동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자원산업의 고유한 특징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더욱
이 자원보유국은 자원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경
제 전체에 걸친 투자환경 및 매력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시장경
제의 제도적 기초가 미약한 저발전국이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원산업
은 비공식경제 혹은 농업경제가 지배하는 바다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섬처럼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 전체에 걸친 투자환경이나 매력도는 자원 부
문의 투자매력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반면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나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와
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15)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시장규모와 성장률에 영향
을 미치는 인구, 경제규모, 소득수준, 시장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등 경제 전
14)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투자 동기에 대한 분석은 2장 참고.
15) 여기서는 첨단기술이나 지식을 노린 투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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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걸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도
경쟁국과 비교한 노동력 등 투입물의 상대가격과 질적 수준,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
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의 존재 유무,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성격 등 역
시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3-1. 투자목적별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투자목적

경제적 결정요인

정책적 결정요인

기타 결정요인

-

명목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선행 FDI
실질임금
생산비
운송비
인프라 사용비 및 수입
제약요인

-

소유권 정책
가격통제
외환 태환가능성
FDI에 대한 성과기준 유무
시장접근 제약
기타 부문별 통제

비용절감
FDI

-

인플레이션
환율
실질임금
저축률
국내투자
생산비
인프라
운송비
선행 FDI

-

시장접근 제약
소유권 제약
조세나 보조금
가격통제
FDI에 대한 성과기준 유무
FDI 인센티브
무역협정
환경보호 의무 유무

자원개발
FDI

-

천연자원 가격
인프라
운송비
국내투자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
- 산업별 통제

- 자원의 존재 유무와
질적 수준

기술확보
FDI

- 인프라의 존재 유무와
질적 수준
- R&D 활동의 밀도

-

- 특허, 상표 등의
유무

시장진출
FDI

지적재산권 보호
FDI 인센티브나 제약
투자위험 수준
혁신정책

자료: J. Reiljan, et al.(2001), “Attractiveness of CEE countries for FDI.”

-

지리적 위치
문화적 차이
언어 차이
인구
원산지 규정
국가 고유의 소비자
선호구조

- 지리적 위치
- 양질의 노동력 이용
가능성
- 부품 및 소재 공급
업자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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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국의 통제방식, 조세제도 등 자원산업의 고유한 특징들에 의해 보다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본 장이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ㆍ
정책적 요인은 주로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나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16)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인프라의 존재 유무, 자원산업에 대
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은 다시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룹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시장규모와 구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GDP 규모
로 측정되는 경제규모, GDP 성장률, 1인당 GDP 등과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율, 정부 재정적자나 부채비율 등과 기타 시장구조상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입 규모와 구조 등 무역과 관련된 요소들도
시장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와 요소시장의
특성이다. 산업구조상의 특성은 판매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용절
감을 위한 투자의 경우 자재나 부품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요소시장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과 금융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임금수준과 같은 비용조건,
교육수준이나 숙련도와 같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 노동시장의 규제 등 노동시장의
작동조건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등 연관산업의 존재 여
부, 금융 발전정도 등도 요소시장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시장
접근과 기업활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적 요소이다.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수준과 성격, 기업활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 투명도, 기타 외
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정책적 제약 등을 이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책요소 중에는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진입의 제한,
규제의 불안정성,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이나 변동 등 투자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도
많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요소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
16) 경제 전체와 자원 부문이 상호 작용하고 경제 전체에 걸친 투자환경이 자원 부문의 투자환경과 상
호연관되고 상호 작용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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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자원이나 거시적 조건을 기준으로 높은 투자매력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억제 요인이 이러한 호조건을 압도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매력도 결정의 경제ㆍ정책 요인은 투자유인 요인과 투자억제 요인의 비중과 영향
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 이어 세 절에서는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ㆍ정책적 요소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절에서는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와 대외경제적 조건을 분석하며, 3절에서는 산업구조상의 특징과
노동 및 금융시장의 특성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민간 부문의 발전이나 무역정책
등 정책요소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경제적ㆍ정
책적 측면에서 본 중앙아시아 경제의 투자매력도를 평가한다.

2.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가. GDP 규모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시장규모이다. 시장규
모는 다시 인구와 소득수준의 함수이다. 인구가 아무리 많은 지역이라도 구매력이
없으면 시장으로서 매력이 없을 것이며, 소득과 구매력이 아무리 높은 지역이라도
인구규모가 크지 않으면 시장의 크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
의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특정 수준을 넘어설 때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커진다.
GDP를 기준으로 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시장규모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PPP 기준 2009년도 GDP는 카자흐스탄만 1,800억 달러를 넘어
서고, 나머지 네 개 경제는 1,000억 달러 미만의 작은 규모이다. 특히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5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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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러시아의 2009년도 GDP인 2조 1,0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카자흐스탄의
GDP 규모는 러시아의 8.6%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국의 GDP 규모는 러시아의
0.6~3.7%에 이르는 작은 규모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의 GDP 규모는 3,100억 달러로 러시아 GDP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지만, 중앙아시아 각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각종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이러한 양적 비교는 아직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시장의 규모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소득수준이다. 소득수준
은 지불능력뿐만 아니라 시장수요의 성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
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내구소비재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소득수준에서 지불능
력이 형성되는 등 산업별ㆍ업종별로 소득수준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말해 한국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유망한 지역은 중소득 이상의 소득이
달성된 지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보다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직 시장개척
을 위한 대규모 해외투자의 매력이 높은 지역이 아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9
년도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가 7,000달러를 넘어서서 상당한 구매력을 보여줄
뿐 나머지 4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중하위 소득국이거나 키
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처럼 저소득 국가이다.17) 카자흐스탄은 PPP 1인당
GDP 기준으로 러시아의 78% 수준에 가까워져 중산층의 형성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러시아의 14~18%에 불과해 대규모의 중상층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7) 세계은행은 전세계 국가를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 국가, 중하위 소득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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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제규모와 소득수준(2009년)
GDP
(ppp 기준,
억 달러)

비교
(러시아,
09=100)

세계
GDP
비중(ppp
기준, %)

1인당
GDP
(경상가격,
달러)

1인당
GDP
(ppp 기준,
달러)

비교
(러시아
09=100)

1,820

8.6

0.254

7,019

11,693

78.4

키르기스스탄

121

0.6

0.017

851

2,253

15.1

타지키스탄

137

0.6

0.019

766

2,103

14.1

투르크메니스탄

320

1.5

0.046

3,242

5,971

40.0

우즈베키스탄

783

3.7

0.112

1,175

2,806

18.8

3,181

15.1

0.448

러시아

21,096

100

3.049

8,693

14,920

100

EU-27

147,725

700.3

21.192

29,689

199

헝가리

1,856

8.8

0.266

12,914

18,505

124

폴란드

6,879

32.6

0.987

11,302

18,050

121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주: 세계 GDP 비중은 2009년도 세계 GDP PPP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IMF WEO database.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 5개국은 시장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의 매력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투
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성급한 결론에 이
르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에, 그리
고 주변의 다른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전체의 시
장규모와 성장가능성은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경제의 시장규모나 성장가능성
과 연관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중앙아
시아 시장 통합의 전망과 함께 이 통합시장을 겨냥한 시장진출 투자가 가능할 것
이다. 나아가 러시아나 주변 경제를 겨냥한 시장진출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
우 중앙아시아 각국이 지역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제공하는 이점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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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해당국에 물류상의 이점
을 제공하는 지리적인 위치, 무역 관련 인프라의 수준, 정부의 관련 정책이 주요한
투자매력도 결정 요소가 될 것이다.

나. 성장률과 물가

미래의 성장가능성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매력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 정보나 명성(reputation) 등 유무형의
자산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후발주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발자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 축적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 기
간 동안 선발자에게 준지대의 형태로 초과이윤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절대적인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측
면이 있다면, 성장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2005년부
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이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 5% 이
상으로 매우 높다. 이 기간 동안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연평균 4.4% 성장에 머
문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6.6%에서 10.1%에 이르는 고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장률 성과는 동일 기간 동안 러시아의 4%, 유럽의 1.1%에 비
해 월등히 높다. 세계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09년에도
1.2%에서 8.1%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의 고성장 경향이 꺾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7.9%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2010년 예
상 성장률도 2000년대 성장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을 제외하면,18) 2010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4%에서 11%에 이르는 등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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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 3-3.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단위: %)

GDP 성장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EU-27
헝가리
폴란드

2008년
3.2
8.4
7.9
10.5
9.0
5.6
0.7
0.6
5.0

2009년 2005~09년* 2010년 예상
1.2
6.7
4.0
2.3
4.4
-3.5
3.4
6.6
6.0
4.2
10.1
11.0
8.1
8.2
8.2
-7.9
4.0
4.4
-4.1
1.1
1.6
-6.3
0.5
0.5
1.7

4.6

GDP
deflator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8년
21
21
28
47
20
19

2008년
17.2
24.5
20.5

3.3

14.1
3.6
4.2
3.4

주: * 2005~09년 평균 성장률은 각 연도 성장률의 산술평균임.
자료: IMF WEO database.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률 전망은 중앙아시아 경제성장의 취약성과 함께 평가
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
현했지만 바로 직전인 1990년대에는 수년에 걸친 생산감소를 겪는 등 격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또한 2000년대의 전반적인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성장률
변동이 심하여 경제성장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연도별 경제
성장률의 높은 변동성은 이 지역 경제성장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
며, 이 취약성이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성장 성과
만을 보고 그 지속가능성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18)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정치적 위기로 인해 -3.5%의 생산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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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아시아 경제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원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는 점은 구조적 취약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풍부한 자원이 경제성장의 촉진제
가 될 수도 있지만 억제요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
인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적
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려져 있다19)는 점은 최근의 경제성장 성과만으로
미래의 지속성장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경제
성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에 따른 높은 변동성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위험을 높
여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은 높은 물가상
승률이다. 1990년대 초 체제전환 초기에 경험한 연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인
플레이션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각국은 아직도 20%를 웃도는 높
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가 20%에서 47%에
이르는 등 매우 높다. 개도국의 성장 경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을 한자리 수 이
하로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연 20% 이상의 인플
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은 안정적 성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고무적인 것은 중앙아시
아 각국의 물가상승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거시경
제를 미세조정(fine tuning)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각국 정부에 단기간 내에 한
자리 수 이하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고도성장을 동시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20%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에 심각한 부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20)
19) J. D. Sachs and A. M. Warner(2001),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45; R. M. Auty(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resource-driven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45.
20) 많은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다. 즉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확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기준치가 되는 인플레이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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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성장 성과와 미래 성장가능성은 투자매력도에 긍정적 측면뿐만 아
니라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중기적으로 2000년대 실현된 높은 경
제성장 성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며, 이러한 높은 성장가능성이 이 지
역의 투자매력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 성장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은 연간 성장률의 높은 변동성의 원인이며 높은 변동성은 투자
위험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경제가 갑자기 경
제위기로 장기간의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개도국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많이 발견
된다는 점을 감한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가
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21)

다. 투자액, 투자율, 소비지출액

시장의 규모나 성장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에 영향
을 미친다. 특히 총지출의 구성에 따라 시장의 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선
고정자본투자는 직접적으로는 투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중장기적으
로는 고용 및 생산성 증가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많은 개도국의 경
험도 높은 투자율이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22) 이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08년도 기
준 카자흐스탄의 고정자본투자율23)만 34.3%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 나
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 즉 개도국의 경우 이 기준치 인플레이션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
21) R. Hausmann, F. Rodriguez and R. Wagner(2006), “Growth collapses,” CID working paper no. 136; D. Rodrik(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22) 그러나 높은 고정자본 투자율이 장기에 걸친 고도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투자효율성이 계속
하락한다면 높은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높게 유지될 수 없다. 높은 투자율과 함께 투자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23) 고정자본투자액/GDP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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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4개국의 고정자본투자율은 25% 미만이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율은
6.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2000년대 CIS 경제의 빠른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한 IMF의 연구(G. Iradian
2007)24)에 따르면, 공급 측면에서 이 지역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총요
소생산성의 상승이다. 노동투입 증가의 기여도는 매우 낮고 자본투자 증가의 기여
도도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보다는 낮다. 결국 이 시기 공급 측면에서 본 중앙아시
아 경제의 성장원천은 계획경제시기와 1990년대 경제위기 동안 누적되었던 비효
율과 왜곡이 부분적으로 제거되면서 나타난 생산성의 상승에 크게 의존했다. 1990
년대에는 중앙에 의한 통제와 조정이 소멸하면서 생산이 급감하고 동시에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졌으나 1990년대 말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과 개혁조치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 상승에 의한 생산증가가 가능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원천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생산수준이 체제전
환 개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고갈된다고 볼 수 있어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
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원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함께 보다 높은 투자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의 고도성장 경제가 25% 혹은 30% 이상의 높은 투자율을 장기간 유
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고정자본투자는 고
도성장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20% 이상의 투
자율은 1990년대에 경험한 투자의 폭락에 비해 매우 양호한 성과이다. 그러나 체
제전환기의 투자부진에 따른 경제인프라의 노후화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제발
전 과정에 필요한 높은 투자율을 고려할 때 2000년대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장기
24) G. Iradian(2007), “Rapi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growth-accounting approach,”
IMF working paper 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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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투자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총액 기준으로 고정자본투자액은 카자흐스탄의 371억 달러를 제외하면 24억 달
러 미만의 작은 규모이다. 지역 전체로 보아도 417억 달러에 불과해 러시아 고정
자본투자액의 9.7%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총지출의 가장 큰 구성항목은 소비지출인데 절대액으로 본 소비지
출의 규모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카자흐스탄의 소비지출액
이 707억 달러로 러시아 소비지출의 6.4%에 이를 뿐 지역의 다른 나라의 경우 34
억 달러에서 93억 달러의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표 3-4. 투자, 소비
고정자본투자
율(GDP%)
2008

고정자본
고정자본
투자액,
투자액
2009
(억 달러)*
(2000=100)

비교
(러시아,
08=100)

소비지출액
(억 달러)*

비교
(러시아,
08=100)

카자흐스탄

34.3

455

371.1

8.6

707.3

6.4

키르기스스탄

24.3

160

12.5

0.3

56.1

0.5

타지키스탄

20.1

9.1

0.2

34.6

0.3

24.5

0.6

93.0

0.8

417.2***

9.7***

891.2***

8.1***

4,291.1

100.0

10,982.8

100.0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6.5
23.0

218**

중앙아시아
러시아

26.1

209

EU-27

21.1

헝가리

21.4

22.7

80.5

폴란드

22.3

80.8

290.7

주: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는 2008년, 타지키스탄은 2007년,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 자료,
** 2008년, ***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자료: 투자액, 소비지출액은 CIS 통계위원회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투자율 자료는 World Bank
dat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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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와 성장가능성, 시장의 거시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각국
의 국내시장만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 분야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갖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
가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우선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목표 시장
으로 하거나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의 적격지로 중앙아시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아시
아의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는 지역 시장을 겨냥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적합한 지역이나 국가가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질 것이다. 즉
지리적 입지와 경제인프라의 정비 정도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반적 제도와 정
책이 투자매력도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거시적인 수준에서 시장규모로 볼 때 중앙아시아 각국의 투자매력도가 그
리 높지 않다는 점이 개별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 즉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부 산업이나 품목의
경우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지역내 국가간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문화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지역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장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대외경제부문
1) 수출입, 경상수지
무역의 규모와 구조가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우선 경제성장률을
통해서이다. 수출의 증가는 개도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인 외화부족 문
제를 완화해준다. 또한 수출은 개도국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준다.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산요소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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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생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결국 무역의 발전은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도국의 외화부족을 완화 또는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수입
을 통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거나 생산비가 높은 원재료 및 기계ㆍ설비를 도입
하여 성장잠재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역의 발전 정도는 해당 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척도이기도 하다. 무
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 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의 발전이 필
요하며, 또한 수입의 경우 시장접근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ㆍ정책적 장애의 제거를
전제한다. 수출의 경우 자원부존이나 생산비와 같은 비교 및 경쟁우위 요소뿐만 아
니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부지원 정책 및 제도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25)
따라서 무역의 발전정도는 해당 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
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역의 발전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의존도
와 같이 특정 지표의 상승이 언제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먼
저 무역의존도는 수출입 총액/GDP 비율이며, GDP로 측정된 경제규모가 작을 경
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빈국이나 개도국과 같이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에
서 오히려 높은 무역의존도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역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경제 전
반의 저발전이 원인이다. 또한 무역의 구조 역시 중요하다. 자원부국과 같이 부가
가치 수준이 낮은 특정 부문이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과잉발전하는 경우 경제 전
체는 외적 충격에 약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무역의존도도 대체로 매우 높다. 2009년도 중앙아시아 각국
의 무역의존도는 타지키스탄의 70%에서 최고인 키르기스스탄의 131%까지 매우
높은 편이다. 비교대상국인 헝가리의 2008년 무역의존도가 162%로 매우 높은 것
25) 시장접근 제약에 대해서는 본 장 5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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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주도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헝가리 무역구조의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폴란
드의 무역의존도가 각각 50%, 71%인 점과 비교한다면 중앙아시아의 무역의존도
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출입의 절대액은 5개국 중 카자흐스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크다.
2004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의 수출액이 9억~27억
달러에 머문 반면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의 수출액은 2004년 226억 달러에서 2008년
764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은 2004년
에서 2008년까지 189억 달러에서 496억 달러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카자흐
스탄의 수출입 규모도 러시아의 수출입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다. 동유럽의 헝가
리나 폴란드에 비해서도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입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에너지나 광물 및 농산물과 같이 부가가치 수준이 매우 낮은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경상수지는 해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적자를 보이는 경향
이 강하다. 2000년대를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수입이 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도 수입의 빠른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수출증가가 2000년대 중앙아시아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수
출증가율을 통해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에서 예
외 없이 두자리 수 이상의 수출감소율을 나타냈으나 2008년까지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 5년간 연
평균 41%26)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27%에 달한다. 반면 타지키스탄은 같은 기간 연평균 13%의 낮은 증가
26) 각 연도 수출증가율의 산술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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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연평균 증가율이 28%에 달하는 등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27)
표 3-5. 수출입, 경상수지
무역
의존도
(%)

수출액
(억 달러)

수입액
(억 달러)

경상수지
(억 달러)

경상수지
(GDP %)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88

62

-34

2009년

84

764

431

496

131

27

11

47

70

18

10

42

31

0.4

-1

-4

-6

-3
-12(08)

121

51

우즈베키스탄

72

107

러시아

50

5,228

3,451

3,673

2,534

1,037

489

4

헝가리

162(08)

1,275

1,003

1,261

926

-108

4

0

폴란드

71

2,140

1,689

2,350

1,685

-269

-72

-2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무역의존도-WB databank; 경상수지(GDP %); 수출ㆍ수입액은 CIS 통계위원회.

2) 산업별ㆍ지역별 무역구조
중앙아시아 산업별 수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1차산품(primary products,
SITC 0+1+2+3+4+68+667+971 포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중앙
아시아의 수출은 경제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제조업 제품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도 수출에서 1차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인 우즈베키스탄도 전체 수출의 61%를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다시 1차산품 중 연료(SITC 3)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와 연
료 이외의 광물이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로 구별된다. 카자흐스탄과 투르
27)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료의 부족으로 계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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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니스탄은 연료 수출이 지배적인 나라로 2009년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각 70%, 58%에 달한다.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연료수출 비중이 매
우 낮고 연료를 제외한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특히 광물, 금속, 귀
금속, 금 등 광물의 비중이 매우 높아 2009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47%, 40%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은 두 그룹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어
2009년도 전체 수출에서 연료와 연료 이외의 1차산품이 각각 29%, 32%를 차지하
고 있다. 광물, 금속, 귀금속, 금 등 광물의 비중은 13%로 낮고, 식료품이나 원료
용 농산물이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1차산품 이외의 제조업은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2009년도 제조업 수출 비중은 우즈베키스탄에서만 34%에 이를 뿐 나
머지 네 나라는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앙아시아의 수출은 지역 경제의 발전수준과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방식
을 반영하여 1차산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수출을 통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이
외의 광물자원 수출을 통하여 세계시장에 통합되고 있다. 이들 네 나라는 각국의
특화된 에너지 혹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별 다변화 수준이 낮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제조업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수출의 다변화 수준도 가장 높다. 1차산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1차산품 내에서도 에너지, 광물, 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어
수출 구조의 다변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출ㆍ수입의 지역별 구조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나라의 수출은 약 30~42%가 CIS에 집중
되어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CIS 수출 집중도는 16%로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인
데,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연료 수출의 90%를 CIS 이외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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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산업별ㆍ지역별 수출구조
수출액
(억 달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2009년
431
11
10
51
107

연료
(SITC3)
(%)
2009년
70
3
8
58
29
73

1차산품
(%)*
2009년
87
66
70
66
61

제조업
CIS
CIS
수출비중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
(%)
(%)
2009년
2009년
2009년
13
16
42
19
42
56
10
30
57
11
33
49**
34
34
15
13

주: * 광물,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및 철강, 비철금속, 금속가공품 포함; ** 2003년도 자료.
자료: UNCTAT Stat.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주요 수출품인 연료 수출의 51%를
CIS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주요 수출품인 광물 및
금속의 수출을 대부분 CIS 이외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식료품이나 원료
농산물 등은 CIS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도 마찬가지다. 제조업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수출의 약
절반을 CIS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수출의 산업별ㆍ지역별 구조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은 1차산품이다. 우즈베키
스탄만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
다. 1차산품의 품목별로 목표 시장이 다른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에너지와 광물자
원의 경우 CIS 이외의 지역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는 반면, 식료품이나 원료 농산
물 등은 CIS 지역에 주로 수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제품도 50% 이
상이 CIS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을 통한
CIS 이외의 시장에 통합되면서 동시에 농산물이나 저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을 통해
지역시장인 CIS에 통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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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비교우위
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경우 자원부존상의 비교우위나 다
른 경쟁우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가 제조업 발전을 제약
하는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 개발을 제외한 다
른 교역재 부문의 투자매력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각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만으로 투자매력도를 판단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수출의 절대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광물, 금속, 귀금속, 금의 수출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3%에 불과하지만
절대액으로는 57억 달러(13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경
우 비율로는 47%에 이르지만 절대액으로는 각각 5억 달러, 4억 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산업별 수출구조를 기준으로 할 때 에너지 자원 부문의 투자매력도에서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높은 점수를 받고, 광물자원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
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3)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본국송금, ODA, 대외부채
수출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나 대외부채 상황과 같은 대외경제 요소들도 투
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본국송금(remittances)이나 ODA도 해당국의
경제성장 조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외
경제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실현된 FDI 규모와 동향28)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
28)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FDI 동향에 대해서는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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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FDI의 절대 규모에서나 경제규모와 비교한 상
대적 규모에서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2007~08
년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평균 FDI 순유입액 155억 달러 중 86%에 해
당하는 134억 달러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네 나라에 대한 FDI 순
유입액은 2억~8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FDI 유입액에 비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액 규모는 러시아나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이다. 같은 기간 러시아에 대한 연평균 FDI 순유입액 652억 달러, 헝가리에
대한 FDI 순유입액 667억 달러와 비교한다면 중앙아시아 전체의 FDI 유입액도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각국 경제 규모와 비교한 FDI의 상대적 규모에서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아
직 낮은 수준에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에 대한 FDI 순유입액이 GDP의
10%를 넘을 뿐 나머지 네 나라의 경우에는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FDI의 상대
적 규모에서는 러시아와 폴란드도 중앙아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입 규모가
GDP의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단지 FDI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헝
가리는 같은 기간 GDP 대비 46%라는 높은 수준의 FDI 유입을 실현하고 있다.
시기별 동향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은 2000년대 이후,
특히 중반 이후에 도약을 경험했다. 2000년에 15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은 2005년에 26억 달러로 늘어난 후 2008년 179억 달러로 급증
했다. 2009년에는 세계금융 및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48억 달러로 유입액이 감소
하기는 했지만 다른 개도국에 대한 FDI 유입액 감소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
다. FDI 유입 증가 속도로 볼 때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인 반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아
직 비약이라 할 만한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 투자구조를 볼 때 외국인투자는 광업과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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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5~09년 외국인투자의 45%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에 집중되어 있다. 광업은
23%, 제조업과 금융업은 각각 7%, 10%를 차지하고 있다.29) 반면 우즈베키스탄
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인구
규모나 제조업의 발전정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이 제조업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 이러한 산업별 투자구조를 설명하
는 요소가 될 것이다.
과도한 대외부채 규모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대외부채는 그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상환능력 대비 규모 및 시
기별 동향이 중요하다. 시기별 동향을 볼 때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네 나라의 GNI
대비 부채비율은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GNI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100%를 넘거
표 3-7. FDI, 대외부채, 본국송금, ODA
Net FDI
net FDI 대외부채 본국송금 본국송금 ODA
ODA
(GDP %)
(백만 달러) (% GNI) (백만 달러) (GDP %) (억 달러) (GNI %)
07~08년 2009년 07~08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8년
카자흐스탄
11.5
12 13,435
95.0
192
0
3.3
0.3
키르기스스탄
6.0
4
236
57.0
1,232
19
3.5
7.2
타지키스탄
8.5
0
367
29.2
2,544
35
2.9
5.8
투르크메니스탄
5.5
7
812
3.7
0.18
0.1
우즈베키스탄
3.0
2
708
14.3
1.8
0.7
중앙아시아
15,560
러시아
4.0
3 65,267
25.8
6,033
0
헝가리
46.5
-5 66,739
2
폴란드
4.5
3 19,124
42.1
2
자료: net FDI(GDP %)는 UNCTAD Stat; 대외부채, ODA, 본국송금 자료는 World Bank Databank.
29) 최근 급속한 외국인투자 유입을 경험한 투르크메니스탄도 유사한 산업별 투자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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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즈
베키스탄은 2000년대에 줄곧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예
외적으로 카자흐스탄만 2000년 GNI 대비 비율이 73%에서 2007년 105%로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 2008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95%로 높은 수준이다.
중앙아시아의 발전조건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본국송금(workers’
remittances)과 ODA 규모이다. 최근 자원부국의 주변국들은 자원붐 기간 동안 인
력수출을 통해 외화수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그러하다. GDP의 10% 미만에 불과하
던 이 두 나라의 본국송금액은 2008년 각각 24%와 50%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
해왔다. 2009년 다시 19%와 35%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자원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면 주변국으로
의 인력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이다. 본국송금은 자원붐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성장
이 중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는 통로 중 하나이다. 본국송금에 의한 키르기스스탄
과 타지키스탄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킴은 물론 정부의 조세수입 증
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2009년도 1인당 GDP가 1,000달러에 미달하는 최빈국으로 경제
에서 해외원조의 역할도 높다. 다른 세 나라의 경우 2008년 GNI 대비 ODA 규모
가 1% 미만이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각각 7.2%, 5.8%로 매우 높다.

3.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산업구조상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판매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
라 자재나 부품조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각 산업별 중소기업 생산 네트
워크의 존재 유무는 비용절감이나 수출을 위한 투자진출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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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요소의 이용가능성과 비용도 투자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노동력의 이용가능성과 비용, 숙련 수준, 훈련의 용
이함 등은 시장진출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진출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나아가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존재 여부도 투자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가. 경제부문별 총부가가치 생산구조

부가가치 생산구조에서 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투
르크메니스탄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농림어업이 부가가치 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나라이다. 고용구조를 기준으로 할 경
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농업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아지며 타지키스탄은 66%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
서 고용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아시아는 아직 농업국가적 성격을 충분히 벗어
나지 못한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고용을 기준
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업(농업)의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산업 부문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원의존적 경제에서 이 격차
가 크게 나타나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공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30%를 넘
는 반면 고용비중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농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
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해 고용비중은 아직도 30% 이상이다.30)
산업별 고용구조상 중앙아시아가 아직 농업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도
시인구비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2009년도 기준 도시인구 비중이 50%를 넘은 나
라는 다섯 나라 중 카자흐스탄뿐이다. 카자흐스탄만 비교 대상인 러시아나 헝가리
및 폴란드의 도시인구비율에 근접할 뿐 나머지 네 나라의 도시인구비율은 매우 낮
30) 투르크메니스탄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은 수준이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구 비중은 각각 36%, 37%로
낮으며 타지키스탄의 도시인구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가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렇게 낮은 도시화율은 투자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발달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존재는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의 조달이 얼마나 용
이한가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기준 농업 부문의 높은 비중, 낮은 도시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발전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IS 통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공업
부문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매우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가장 발달
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카자흐스탄도 제조업 부문의 소
기업 수는 2007년 1만 1,000여 개에 불과하다.
표 3-8. 부가가치 생산구조(2009년)

(단위: %)

공업

농림
어업

건설

서비스

제조업

카자흐스탄1)

32.9

5.4

8.3

53.4

12.1

30.2

58

키르기스스탄

16.1

23.9

6.2

53.8

12.5

34.0

36

16.3

22.5

11.7

49.5

23.3

66.1

26

2

37.5
24.7

28.8**

37

10.0

73

1)

타지키스탄

1)

12.1

6.6

28.2

…

…

49.9

29.6

16.0

8.2

46.2

러시아

28

4.6

5.6

61.8

17.4

EU-27

18.0

1.6

6.3

74.1

14.8

헝가리

25.0

3.3

4.4

67.2

21.3

68

폴란드

24.4

3.6

7.3

64.6

18.6

61

투르크메니스탄
1)

우즈베키스탄
4)

중앙아시아

53.1

농업고용 도시인구
비중* 비중***

50.1

3)

49

주: 1) 2008년: 가계에 의한 농산물 가공 포함; 2) 생산물에 대한 조세 포함; 3) 재화의 생산, 4) 우즈베
키스탄 제외, * 2008년 자료, **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자료.
자료: CIS 통계위원회, Eurostat; *** World Bank Dat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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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앙아시아 공업부문 소기업 현황(2007년)
공업부문 소기업 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광업

제조업

1,026(0.4)
77(1.1)

11,454(4.7)
1,405(11.4)
359(17.9)

4,500(0.4)

129,000(11.3)

전기ㆍ가스ㆍ
수도
853(0.3)
184(1.0)

소기업 고용
비중

4,900(0.4)

13.5
33.1
21.1

20.5

주: ( ) 안은 전체 소기업에서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소기업 고용비중은 전체 소기업 고용에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CIS 통계위원회.

나. 노동시장

중앙아시아는 인구규모와 유사하게 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
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활동인구는 300만 명을 밑돌
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800만, 1,200만 명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활동인구를 가지고 있다. 농림어업의 높은 고용비중, 낮은 도시인구 비중을 고
려할 때 도시지역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숙련된 노동력의 이용가능성은 그리 높
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이다. 중부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가 50%대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나타내는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는 64%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다른 비교대상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6~7%의 실업률을 보인다.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률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아 14~15% 수준이다.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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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중등교육 이수 이상의 비율이 94%에 달해 매우 높다. 타지키스탄도
중등교육 이수 이상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이 비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임금수준은 시장개척이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카자흐스탄은 월 최저임금이 55유로로
러시아의 64유로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10유로 미만으로 매우 낮
다. 헝가리의 월 최저임금인 260유로와 비교하면 1/4~1/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표 3-10. 부문별 고용구조(2006년)
(단위: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EU-27
헝가리
폴란드

농림어업

공업

건설

무역,
운수,
통신

기업 및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31.6
36.3
67.0

12.2
10.7
5.5

6.2
8.7
3.0

22.9
22.8
7.8

5.3
2.2
0.5

21.8
19.3
16.2

10.8
6.6
7.0
13.4

21.3
17.2
22.9
24.4

7.6
8.1
7.9
8.4

26.7
26.4
25.8
24.6

8.8
14.9
10.3
8.5

24.8
26.8
26.3
20.7

자료: EUROSTAT(2008), The European Union and the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statistical
comparison.

달러로 표시한 명목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의 월평균 임금이 500달러를 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것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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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임금
경제활동 노동시장
실업률
인구(천 명) 참여율

카자흐스탄

2008

2008

2007

8,470

70.8

7.3
1)

키르기스스탄

2,506

67.6

8.3

타지키스탄

2,810

65.8

7.4

투르크메니스탄

2,361

67.0

우즈베키스탄

12,259

64.2

0.2

러시아

76,025

62.8

6.1

EU-27

청년
실업률

중등
이수
비율

고등이수 최저임금
비율 (월, 유로)

명목
임금
(달러)

2007

2010

14(04) 44(04)

50(04)

55.0

551

15(06) 55(06)

3(06)

6.5

16

66(04)

11(04)

3.9

9

8.4
15(07) 41(07)

53(07)

64.0
261.7

70

7.1

헝가리

4,268

50(08년) 8.0(08년) 20(08) 65(07)

21(07)

폴란드

17,650

55(08년) 7.1(08년) 17(08) 68(07)

22(07)

주: 노동시장참여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월최저임금은 각국 통화의 연평균 공식환율을 이
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1) 2006년.
자료: 노동시장 참여율 자료는 world bank databank; 실업률, 최저임금 자료는 EUROSTAT(2008) 이용;
헝가리, 폴란드 노동시장 참여율, 중등 및 고등교육 이수비율은 World Bank Databank 자료; 명목
임금은 각국 화폐로 표시된 2010년 6월 임금을 공식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자료: CIS 통계위원회).

다. 금융시장
자금조달의 용이함도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대출의 이용가능성이나 자
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용이함은 사업의 개시는 물론 확장을 적은 비용으로 실
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경제도 자본시
장의 발달 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GDP 대비 상장기업 주가총액이 카
자흐스탄만 23%에 이를 뿐 다른 나라는 5%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도
평균 주식거래량이 GDP의 2.6%에 불과해 비교국가인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매
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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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매우 낮은 발전수준을 보인다.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규모, 은행의 국내대출규모, 투자자금의 은행의존 기업 비중 등 모든 지표에서
중앙아시아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아직 낮은 발전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중
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만 은행이나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비교적 발
전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입 중 약 10%를 금융업이 차지
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결국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외국인투자 기업
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12. 금융시장 발전 지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
(GDP %)

은행의
국내대출
(% GDP)

49.6(08)
15.1(07)
29.0(07)
1.9(01)

33.5(08)
14.0(07)
27.5(07)

41.0(08)

27.6(08)
74.2(08)
60.1(08)

투자자금을
은행에
의존하는
기업 비율(%)
31.0(09)
17.9(09)
21.4(08)
8.2(08)
30.6(09)

상장기업
주가총액
(GDP %)

평균
주식거래량
(GDP %)

23.3(08)
1.9(08)

2.6(08)
2.2(08)

4.2(06)
78.7(08)
21.9(09)
31.5(09)

0.3(08)
33.5(08)
20.1(09)
13.0(09)

자료: World Bank Databank.

4. 정책 요인
외국인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은 크게 거시정책, 민간 부문 정책,
무역ㆍ산업 정책, FDI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그룹별 세부 항목은
앞 절들에서 설명한 경제적 결정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제6장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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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법ㆍ제도 요인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절에서는 민간 부문, 무역ㆍ산
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아시
아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3. FDI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
거시정책

핵심 거시변수 관리
본국송금 용이성
외환접근성

민간 부문

민간소유 발전 정도
분명하고 안정적인 정책
진입ㆍ퇴출 정책
효율적인 금융시장
기타 지원

정책 요인
무역ㆍ산업 정책

FDI 정책

무역 전략
지역통합, 시장 접근
소유권에 대한 통제
경쟁 정책
중소기업 지원
진출 용이성
소유, 인센티브
투입물 입수 가능성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책

자료: Cho J-W., “Foreign Direct Investment: determinants, trends in flows and promotion policies,” p. 100.

가. 민간부문의 발전
민간 부문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민간소유발전정도, 진입ㆍ퇴출의
자유, 일반적인 경제 자유도가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민간
부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구소련 지역의 일부로 생산수
단의 국유화와 중앙계획에 의존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발전은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나아가 동유럽이나 구소련 지역의 다른 체제전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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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비교하여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의 속도가 떨어지고 민간 부문의 발전도 지
체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민간 부문의 발전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지표는 EBRD에서 발표하
는 사유화 지표일 것이다. 소기업 사유화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을 제외하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대기업 사유화의
경우 나라마다 진척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
이 큰 진척이 없는 경우부터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선진국 수준에
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
로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 사유화보다 늦게 진행되는데, 중앙아시아도 예외가 아
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지수가 2 이하에 머물러 아직 파산절차나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인 핵심산업은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국영기업이 지배
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영기업의 통
폐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몇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그중 국가복지
기금(Natioal Welfare Fund) 삼룩 카즈나는 카자흐스탄 전체 자산의 91%를 관리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08년 삼룩 국영지주회사와
카즈나 지속개발기금의 통합으로 탄생한 것으로 원유, 가스, 에너지, 수송, 텔로콤,
금융 및 혁신 부문의 국유자산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말 36개의 자회사,
다수의 개발기관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회사를 늘리고 있다.31)
이 밖에도 국영 농업 부문 지주사를 운영하는 카즈아그로(KazAgro), 하이테크 분
야의 과학연구 촉진을 위한 국영지주사 Parasat, 의료 부문 국가의료지주회사, 국
영 TV 및 신문을 운영하는 Arna-Media, 지방의 국유자산을 운영하는 7개의
SECs(Social Entrepreneurial Corporations) 등 핵심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강한 통
31) 미국 상무성(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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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에 놓여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 위주의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는 강하게 남아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도 운수, 인프라, 전력수송, 유지보수 분야의 대기업은
여전히 국가 소유이며 당분간 변화할 가능성도 낮다.32)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에너
지(전력생산, 수송, 원유 및 천연가스 정제, 유통), 금속, 광업(비철금속, 우라늄),
텔로콤(고정식 전화, 자료전송), 농업(면화가공), 기계(자동차, 농기계, 전통차, 항공
기 제작 및 수리), 수송(항공, 철도) 부문은 국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33) 투
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사유화 수준이 가장 낮다. EBRD에 따르면 2008년도 전체
GDP 중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 부문
은 소매업, 서비스, 식품제조 등 극히 한정된 분야에만 허용되어 있다.34)
가격 자유화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가격자유화지수가 4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을 달성한 반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3을 밑돌고 있다.
경쟁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가 아직 지표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발전정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볼 때, 중앙아시아에는
국가에 의한 소유통제는 물론 가격통제 및 경쟁의 제한이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기업 사유화나 가격 자유화
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기업구조조정이나 경쟁정책에서는 나머지 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사유화나 자유화 모든 영역에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도 앞에서 분석한 이행지표와 유사
한 상황을 보여준다. 기업설립 시 거쳐야 할 단계, 신규기업 등록 시 걸리는 시간,
납부 세금 개수 등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볼 때 중앙아시아 국가 중 타지키스탄과
32) 미국 상무성(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Tajikistan.
33) 미국 상무성(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Uzbekistan.
34) 미국 상무성(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Turkme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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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요 이행지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대기업
사유화35)

소기업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경쟁정책

2009년
3.00
3.67
2.33
1.00
1.67
3.00
4.00
3.33

2009년
4.00
4.00
4.00
2.33
3.33
4.00
4.33
4.33

2009년
2.00
2.00
2.00
1.00
1.67
2.33
3.67
3.67

2009년
4.00
4.33
3.67
2.67
2.67
4.00
4.33
4.33

2009년
2.00
2.00
1.67
1.00
1.67
2.33
3.33
3.33

자료: EBRD transition indicators.

우즈베키스탄은 비교 대상 국가인 중부유럽의 헝가리나 폴란드와 비교하여 훨씬 열
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36) 기업설립 시 거쳐야 할 단계에서는 지역간 큰 차이가
없지만 신규등록 시 걸리는 시간이나 납부 세금 수에서는 지역간ㆍ나라간 큰 차이
가 있다. 특히 납부 세금 수의 경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50여개 이상의 납부
세금이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기업환
경지수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만 중부유럽의 헝가
리나 폴란드와 유사한 수준의 기업환경에 있고 나머지 세 나라의 기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유치국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가능성도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 해외투자는 전쟁이나 사회갈등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 규제와 정책
의 잦은 변화에 따른 위험, 정부의 관련 공무원의 부패와 뇌물요구에 따른 비용과
35) 대기업 사유화 지표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사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며 4 이상인
경우 경제 전체 자산의 75% 이상이 사유화되어 선진국에 가까운 경우이다.
36) 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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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기업활동의 자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헝가리

기업설립 시
거쳐야 할
단계(개)
2009년
7
3
12
7
9
4
6

신규기업 등록에
걸리는 시간(일)

납부 세금
개수(개)

기업환경지수
(1=최적)

2009년
20
11
25
15
30
4
32

2009년
9
75
54
106
11
14
40

2009년
63
41
152
150
120
47
72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project(http://www.doingbusiness.org).

위험 등 매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정치, 규
제, 부패 등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 잠재적 투자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매
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투자매력도 분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거버넌스 지표37)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도에서 카자흐스탄
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상위 50%에 들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한다. 정부의 효율성은 더욱 열악하다. 카자
흐스탄이 4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나머지 네 나라는 27%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 효율성은 극히 낮다.
법치의 실행 수준은 더욱 낮다. 이 지표에서도 역시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은 수
준에 있지만, 이 역시 35%에 불과해 중부유럽 국가의 수준인 70%의 절반에 머물
러 있다. 나머지 네 나라는 모두 하위 10%에 들 정도로 법치의 준수 정도가 낮다.
37) 거버넌스는 정부를 선택, 감시, 교체하는 절차, 정책입안과 집행의 능력, 시민권리의 보호,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정도를 포함하며 그 나라의 전통과 제도에 크게 의존한
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표는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고 0에 가까울수록 열악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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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악의 거버넌스 지표를 보이는 분야는 부패이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중
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세계 최악의 부패수준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부패수준이 높다.

표 3-16. 거버넌스 지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율성

법치

부패통제

%Rank
70
26
16
51
18
22
68
80

%Rank
48
17
12
7
27
45
74
71

%Rank
35
7
11
5
11
24
74
69

%Rank
19
7
12
2
6
11
70
71

자료: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

나. 무역 및 산업정책

무역 및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접근의 용이성과 시장통합과 관
련된 정책일 것이다.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에서 접근성의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되
어야 할 측면이며, 주변 경제와의 통합 전망은 시장확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
서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 및 소유정책도 역시 중요한 요
소이다. 외국인의 소유제한이나 공식ㆍ비공식적인 진입장벽은 투자결정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BRD의 무역 및 외환자유화 지수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헝가리나 폴란드
와 같은 수준의 자유화에 도달했다.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간 정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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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에 있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세율이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앙아시아의 무역자유화
수준은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중부유럽보다 낮지만, 러시아와는 유사한 수준에 있다.

표 3-17. 시장접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무역외환자유화*

평균관세율(%)

2009년
3.67
4.33
3.33
2.00
2.00
3.33
4.33
4.33

2008년
4
3
5(06)
5(02)
12
8
2
2

수출에 필요한
서류(개)
2009년
11
7
10

수입에 필요한
서류(개)
2009년
13
7
10

7
8
5
5

11
13
7
5

자료: * EBRD transition indicators; World Bank Data.

정책 요소는 결국 기업환경을 구성하는 제도 및 규제를 통하여 투자매력도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환경을 구성하는 이러한 제도 및 규제환경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전세계 국가의 기업 설립,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규제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
다. 서베이에 기초한 이 순위가 각국 기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각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
는지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 결정의 정책요인을 이해하는 통로를 제공
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지수에 따르더라도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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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환경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 세 나라의 기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
러난다.38) 기업환경에 관한 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부유럽의 헝가리에
뒤지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며, 폴란드보다 낫다. 나머지 세 나라의 기업환경은 러
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180여개 국가 중 120~130위 이하에 위치한다.

표 3-18. 기업환경 지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사업
운영

사업
개시

건축 부동산
대출
허가 등록

59
44
139
150
123
46
70

47
14
136
106
108
35
113

147
43
178
145
182
86
164

28
17
87
135
51
41
86

72
15
168
138
89
32
15

투자자
보호
44
12
59
132
93
120
44

납세 수출입
39
150
165
154
105
109
121

181
156
178
169
162
73
49

계약
이행

사업
폐쇄

36
54
40
44
18
22
77

48
138
64
112
103
62
81

주: 1~183, 1에 가까울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 2009년 6월~2010년 5월 기간을 대상으로 한 2011년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11 Report)에서 추출.
자료: World Bank, http://www.doingbusiness.org/economyrankings.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도 정책요인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식적 정책과 비공식적 관행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카자흐스
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보다 개방된 외국인투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39) 법이나 정책 집행의 단계에서 차별과 공무원의 부패 등 투자억제
요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법체계의 일관성 부족, 모호함, 실행상의 일관성 부족

38)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순위를 알 수 없으나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보다 낮은 순위에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39) EU는 2000년에, 미국 상무성은 2002년에 카자흐스탄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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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세법,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부패 등도 투자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투자를
몇몇 우호적인 나라에만 개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폐쇄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
다. 법적으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만 지원할뿐, 수입을
유발하는 외국인투자는 외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 있다.40) 앞에서 분석했듯이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의 핵심산업에서 아직 국영기
업의 역할이 지배적이라는 점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경제·정책분야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본 장은 다양한 투자목적 중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와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 결
정요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ㆍ정책적 측면에서 본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를 분
석했다. 이러한 선택은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매력도 분석은 다른 장에서 본격적으
로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이 이 두 가지 목적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
출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개별 경제는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자흐스탄만 헝가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일 뿐 나머지 네 나라의 경제규모는 판매시장으로서 큰 매력을 갖기에는 작다.
소득수준도 대체로 낮아 카자흐스탄만 중상위 소득 국가일 뿐 투르크메니스탄이나

40) 미국 상무성(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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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중하위 소득 국가이며,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저소득 국
가에 속한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부유럽의 헝가리에 대한 투자는 유럽이라는 거대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대부분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중앙아시아 전체
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규모는 폴란드의 약 절반 수준이며 러시아의 약 15% 수준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의 경우 적어도 CIS 지역 전체를 대
상으로 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지역 시장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 높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나라의 2000년대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이 본격화된 2009년
에도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
하면 4%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등 2000년대의 고성장 기조로 빠르게 복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경제가 자원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비율
이 높다는 점이 경제성장의 취약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기전망으로 보자
면 급격한 자원가격의 하락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진척되
며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성장
률과 지역시장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시장규모
의 확대를 겨냥한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 2,700만 명으로 중앙
아시아 최대이며 역동적이고 기업가정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프라
수준이 양호한 우즈베키스탄에 높은 투자매력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에는 개별 국가의 시장규모나 성장성보다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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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류 및 생산비용 조건, 정부의 정책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수출입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비교우위 조건을 볼 때,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과 일부
원료 농산물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보유가
그 하류산업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결정적 조건도 아니라는 점
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넘어서는 하류산업 투자의 매력도 높다고 하기
힘들다. 더욱이 하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발전 및 중소기업 네트워
크가 필요한데, 이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발전수준이 낮다. 이러한 조건은 에너지
및 광물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적용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비
용절감을 위한 조건 중 적절한 기술 및 숙련 수준의 저비용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
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우즈베키스탄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질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규모가 상대적
으로 클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중
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만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고, 다른 나라와 달리 투자유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넷째, 정책적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는 헝가리나 폴란
드와 비교하여 열악하다. 민간 부문의 발전, 기업활동의 자유, 거버넌스, 무역 및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의 위험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
들이 많다. 이러한 정책요소들은 잠재적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라도 그것을 상쇄
할 정도로 투자위험을 높여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할 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중부유럽의 헝가리나 폴란드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두 나라는 경쟁
정책이나 법치, 부패통제 등 몇몇 분야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지만 다른 많은 분
야에서는 헝가리나 폴란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상
대적으로 빨리 대외개방을 통한 발전전략을 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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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세 나라는 물론 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도 공식
적으로는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제도 및 정책과 비공
식적 관행 사이의 큰 격차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기업운영에 대한 개
입, 법 체계의 일관성 부족과 잦은 변경, 법 집행의 일관성 부족, 개인적 이익을 추
구하는 공무원의 부패,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공식적ㆍ비공식적 차별 등에서는 중
앙아시아 국가들도 다른 유사한 발전수준의 개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아시아는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달성하는 한편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
에 의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를 통하여 경제적 조건에서 투자매력
도의 빠른 상승을 경험했다고 판단된다. 중동부 유럽에 비해 지체되기는 했지만 외
국인투자의 정책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발전이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비공식적 장벽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도 많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은 거래비용을 증가
시켜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정책적 요소의 열악함이 경제적 측
면의 잠재력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정책적 요소의 개선이 진척된다면 에너
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넘어서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매력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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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매력도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구소연방 해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국가건설이었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소연방 시절의 분업적인 산업정책의 결과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전무하였다. 군수품 및 주요 공산품 제조는 개별 연방공화
국에서 반제품을 생산해 러시아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은 구소연방 시절에 구축된 통합전
력시스템을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루트
구축이 미비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출국인 유럽 및 미국
의 계획으로 카스피해를 통과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핵심은 원유 및 천연가스, 우라늄, 그
리고 광물자원 개발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들도 이들 자원에 대한 개발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
가건설(State Building)을 위한 자본형성을 외국인투자 자본과 이를 통해 생산한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국은 에너지자원 비부존국인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에 비해 빠르게 국가건설을 이룩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투자 시 외국투자자들은 이들 국가의 자원부존 현황, 사회ㆍ정치적
리스크, 대내외 경제적 리스크, 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하
고 있다. 중앙아시아가 갖는 투자환경 중 최대의 강점은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의 보고이며, 구소연방 시절 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다. 예를 들면, 독립국가연합국가(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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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제르바이잔은 1860년대부터 원유를 생산해 구소연방 시절인 1950년대 러시
아의 서시베리아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소련 최대의 유전지역으로서 소련의 에
너지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여, 현재에는 새로운 유전개발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점이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갖는 대내 정치적 리스크, 금융 리스크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유인하는 투자매력도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의 수요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요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부존조건과 산업요인을 분석한다.
자원부존조건에서는 원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농업자원에 대해 분석하며, 산업요
인 중 고정자본 형성, 역내무역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자원부존조건과 산업요인 측면에서 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2. 자원부존조건 분석
가. 에너지자원
1) 2011년 국제유가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로 배럴당 146달러(WTI 기준)에 이르던 유가는 2009년 2월 배
럴당 33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각국의 경기부양 및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2010년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6.84달
러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남유럽국가(PIIGS)들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기
41) 러시아어로는 СНГ(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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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지연이라는 요인이 유가하락을 주도하였다. 또한 미국 달러화 약세 및 기업체
실적 호조라는 상승요인이 서로 맞물리며 유가는 70~8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
복했다.

그림 4-1. 원유수급량 추이ㆍ전망

자료: 미 에너지정보청(EIA).

그림 4-2.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2010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상대
적으로 견고한 유럽 경제로 인해 미 달러화의 약세와 겨울철 난방수요가 하반기 유
가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원유 및 석유 제품 재고 및 OECD
의 상업적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등 풍부한 공급 상황으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2011년 유가는 미국의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달러
화 약세, 중국과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한 소비회복 전망으로 2010년에 비해 소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 인상 등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2011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능성이 유가 상승
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유 수요는 미국의 주택 및 고용부문의 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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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 최고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원유 재고 역시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제한
적이나마 유가 급등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2011년 유가 전망
(단위: 달러/bbl)

기관

전망일

유종

’10.Q4

’11.Q1

’11.Q2

’11.Q3

’11.Q4

CEGS

’10.8
’10.8
’10.8
’10.9
’10.8
’10.8

Brent유
Dubai유
WTI유
WTI유
Brent유
WTI유

78.9
82.4
85.0
77.0
84.8
85.2

75.7
85.1
88.0
79.3
87.6
88.7

81.6
87.9
91.0
81.7
87.2
87.7

86.6
90.0
83.0
89.6
90.7

95.3
98.0
84.0
91.2
93.0

CERA
EIA
PIRA
주: 1)
2)
3)
4)

’11년
평균
86.0
88.7
91.8
83.0
88.9
90.0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미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
EIA, 미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2)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비교 분석
가) 원유
2009년 말 기준으로 중앙아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약 410억 배럴이며, 이 중 카자
흐스탄이 390억 배럴로 97.1%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광의의 중앙
아시아 원유 매장량은 500억 배럴로 세계 대비 3.83%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원유
를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후 원유 수출을 기반으로
국가건설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 호황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증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급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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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들어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京都議定書)42) 체결로 인해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40~50년간은 화석연료인 원유, 천연가스, 석
탄 등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봐도 중앙아시아 원유 부존
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표 4-2. 원유 부존 현황(연도 말 기준)
2009년
세계 대
십억 배럴
비중, %

1999년,
십억 배럴

2008년,
십억 배럴

십억 톤

카자흐스탄

25.0

39.8

5.3

39.8

3.0

64.9

투르크메니스탄

0.5

0.6

0.1

0.6

◆

8.0

우즈베키스탄

0.6

0.6

0.1

0.6

◆

15.2

러시아

59.2

74.3

10.2

74.2

5.6

20.3

세 계

1,085.6

1,332.4

181.7

1,333.1

100.0

45.7

163.3

143.3

23.3

143.3

구 분

Canadian oil sands

R/P43)

주: ◆ 0.05% 이하.
자료: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42)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선진국(38개국)은 1990년을 기준
으로 2008~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2002년 11월에 비준했으
며 아직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17년
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
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했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물질로 감축대상인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6불화유황(SF6) 등 6가지.
43) 화석연료 등 자원의 확인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을 채
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가채연수는 일반적으로 매장량이 완전히 채굴되는 시기가 아니
라 매장량의 80%가 채굴되는 시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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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가스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9년 말 기준으로 12조 9,100억㎥로 세계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카스피해에 인접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그리고 이란 5개국간의 카스피해 대륙붕 분쟁이 해결된다
면 천연가스 매장량은 확대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8조 1,000억㎥가 매장돼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는 중앙아시아 매장량의 62.7%, 세계 매장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높은
매장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6년 5월 유럽부흥개발은
행(EBRD)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천연가스는 22조㎥가 매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BP(The British Petroleum Co., PLC)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최대
가스전은 남이욜리탄 가스전으로 약 8조㎥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보고되
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카스피해 가스전의 본격적인 개발
과 육상 가스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가스전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기
업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현 구르반굴
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중국, 터키, 러시아, 이란 등 주변국들과의 천연가
스 공급협약을 체결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인도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산업의 상류 및 하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카자흐스탄의 2009년 말 현재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세계 매장량 대비 1%인
1조 8,200억㎥이다. 그러나 카스피해 해상광구 탐사에 대한 정부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매장량은 3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천연
가스 확인매장량은 1조 7,400억㎥이나, 대규모 자본에 의한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
될 경우 매장량이 총 5조 5,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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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천연가스 부존 현황
(단위: 조㎥)

구 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세계

1999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세계 대 비중

R/P

1.78
2.58
1.58
42.44
148.55

1.82
8.10
1.68
43.30
185.28

1.82
8.10
1.68
44.38
187.47

1.0%
4.3%
0.9%
23.7%
100%

56.6
*
26.1
84.1
62.8

주: * R/P 100년 이상.
자료: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다) 에너지자원 가치 분석
중앙아시아 원유 보유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원
유 평가액을 살펴보면 더욱 잘 나타난다. 아제르바아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원유
의 2010년 7월 말 유가 기준 평가액은 3조 7,896억 달러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 카자흐스탄이 3조 1,422억 달러로 82.8%를 차지한다.
그림 4-3. 원유 평가액
(단위: 억 달러)

주: 평가액은 2010년 7월 말 유가 기준, 78.95달러/배럴 적용.
자료: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External Sector Statistics’, 2010와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자료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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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가치는 3조 4,741억 달러로 평가된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투
르크메니스탄은 2조 1,797억 달러,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은 4,878억 달러로 평가된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개발 확대에 따라 그 평가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4-4. 천연가스 평가액

(단위: 억 달러)

주: 2010년 1분기 러시아 수출 평균가 적용, 269.10달러/천㎥.
자료: The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External Sector Statistics’, 2010과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0 자료를 기초로 작성.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부존국의 에너지자원 평가액 대비 GDP 비율은 2009년
GDP 대비 36.9배, 2015년 GDP 17.8배 규모이다. 에너지자원별로 살펴보면, 원유
는 2009년 GDP 대비 18.8배, 2015년 GDP 9.1배이며, 천연가스는 2009년 GDP
대비 18.1배, 2015년 GDP 8.8배 규모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자원 평가액
대비 GDP 규모를 살펴보면, 원유는 카자흐스탄, 천연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원유 평가액 대비 GDP 비율은 2009
년 28.8배, 2015년 13.3배를 나타내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평가액 대비 GDP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2009년 85.8배, 2015년 43.3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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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원유 매장량과 평가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매장량 증가 가능성을 볼 때, 향후 외국 메이저 석유기업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
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표 4-4. 원유 및 천연가스 평가액의 GDP 대비 규모
(단위: 억 달러, 배)

원유
구 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총 계

'09년
평가액 GDP
대비
31,422.1
473.7
473.7
58,580.9

28.8
1.8
1.3
4.8

32,369.5 18.8

천연가스
'15년
GDP
대비
(추정치)
13.3
0.9
0.7
1.9
9.1

평가액

'09년
GDP
대비

4,897.6 4.5
21,797.1 84.0
4,520.9 12.1
119,426.6 9.7
31,215.6

18.1

통합
'15년
GDP
대비
(추정치)
2.07
42.35
6.56
3.90
8.8

평가액

'09년
GDP
대비

36,319.7
22,270.8
4,994.6
178,007.5

33.2
85.8
13.4
14.5

63,585.1 36.9

'15년
GDP
대비
(추정치)
15.4
43.3
7.2
5.8
17.8

주: 투르크메니스탄의 2015년 GDP는 2007년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0과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자료를 기초로 작성.

3) 우라늄
가) 우라늄산업의 동향
우라늄 시장은 다른 광물에 비해 소비가 안정되어 있으며, 우라늄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다른 광물자원 투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8년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과 탄소배출권 문제 등으로 전력생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우라늄 매장량은 현재의 소비량 기준 원자력
발전용으로 약 30~40년 사용 가능하다. 특히, 재처리 후 사용이 가능하며,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러시아 Tenex(현 ARMZ), 캐나다 Cameco와 U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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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Ltd(현 Uranium One Inc), 프랑스 Areva, 일본 Itochu Corp, 중국 국영
광동원자력발전공사 CGNPC(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
Ltd) 등 세계적인 우라늄 생산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세계적인 우라늄 매장량을 보
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각국이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로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우라늄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AREVA, 캐나
다 AECL, 러시아 MinAtom 등이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나) 우라늄 수요 및 생산 전망
현재 전 세계 연간 우라늄 생산은 약 3만 톤U이며, 우라늄의 수요량은 2010년
7만 1,217톤, 2015년 7만 5,587톤으로 2010년에는 2,868톤, 2015년에는 6,826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에 부족한 나머지 원료는 보유 우라늄, 군비경쟁 기간
무기용으로 축적된 우라늄, 플루토늄 MOX-연료, 우라늄 농축 시 발생하는 찌꺼기
를 이용한 재생산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확대되는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우라늄 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1970년 처음으로 ISL(In Situ Leach)공법44)으로 우라늄 생산에 성공
한 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은 냉전시대인 구소연방 시절에 절정을 이루
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우라늄 광산지대인 발카쉬(Balkash) 지역의 몇몇 우라늄
광산은 소연방 시절에 이미 매장량이 고갈되었으며, 북부지역의 그라체브(Grachev),
44) 현장용탈방식. 땅속에 황산을 주입해서 자원을 용해한 후 탐사하는 방식. 카자흐스탄의 경우 우라
늄이 스텝 지역의 심부 300~600m에 부존하며 일반적인 우라늄 광산과 달리 파이프를 통해 황
산을 주입한 후 우라늄을 황산에 녹인 뒤, 이를 양수에 의해 채취하는 저비용 채광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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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우라늄 수급 전망
구
분
러시아 및 미국의 비축량(재고량)
러시아산 고농축 우라늄
재생 우라늄
우라늄 농축 찌꺼기
새로운 광산
현 광산
총공급량
원자로 필요량(수요량)
수지 차

2000년
18,000
3,500
1,605
1,000
34,280
58,385
64,630
-6,245

2005년
16,000
9,000
2,442
1,200
10,800
24,780
64,222
67,343
-3,121

(단위: 톤U)

2010년
14,000
7,000
2,519
1,300
18,750
24,780
68,349
71,217
-2,868

2015년
14,000
7,000
2,231
2,000
18,750
24,780
68,761
75,587
-6,826

자료: IAEA; OECD 원자력기구.

보스톡(Vostok) 광산은 1958년부터 생산하여 현재는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이러
한 주요 광산지대의 고갈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우라늄 부존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은 우라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유지하고, 우라늄산업에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첨단 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 및 수출품의 다양
화,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우라늄산업 발전 프로그램: 2004~2015’
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2015년도까지 천연 우라
늄 생산을 1만 1,600톤U까지 증가시키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정련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으
로 2009년도에 우라늄 생산량을 63%나 증가시키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부상했으며, 2010년에는 우라늄 생산량을 2009년에 비해
29% 늘어난 1만 8,000톤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산지는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분포
하고 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에도 우라늄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우라늄 개발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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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앙아시아 우라늄 광산

(크 즐 오 르 다 )

(키 르 기 즈 스 탄 )

(심 켄 트 )

주:
Kazatomprom 광산,
Kazatomprom JV 광산,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2008).

새로운 우라늄 광산

다) 매장량 분석
세계 우라늄 확정매장량(RAR: Reasonably Assured Resources)은 333만 8,300톤
이며, 이 중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우라늄은 45만 500톤으로 세계 매장량 대비
13.5%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확정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11.3%
인 37만 8,100톤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1위인 7만 2,400톤
을 매장하고 있으며, 세계 매장량 대비 2.17%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우라늄 추정매장량은 <130 USD/kg U45) 기준으로 47만
7,800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22.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추정매장량을 보유
45) 경제성이 부여된 매장량 중 우라늄 1㎏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예를 들어, <40 USD/kg
U는 우라늄 1㎏ 생산에 드는 비용이 40달러 이하, <80 USD/kg U는 우라늄 1㎏ 생산에 드는
비용이 80달러 이하, <130 USD/kg U는 우라늄 1㎏ 생산에 드는 비용이 130달러 이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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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130 USD/kg U 기준 추정매장량은 43만 9,200톤으로
세계 매장량 대비 20.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130 USD/kg
U 기준 추정매장량은 3만 8,600톤으로 세계 10위의 추정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
며, 주요 우라늄 광산은 키질쿰 주(27개 광산)에 위치해 있다.
표 4-6. 우라늄 확정매장량 및 추정매장량(2007년 1월 1일)
(단위: U)

국 가

확 정
매장량

추 정
매장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세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세계

<40 USD/
kg U
235,500
55,200
47,500
290,700
1,766,400
281,800
31,000
36,100
312,800
1,230,600

채굴비용범위
<80 USD/
kg U
344,200
55,200
172,400
399,400
2,598,000
407,400
31,000
323,000
438,400
1,858,400

<130 USD/
kg U(A)
378,100
72,400
172,400
450,500
3,338,300(B)
439,200
38,600
373,300
477,800
2,130,600(B)

점유율
(A/B, %)
11.33
2.17
5.16
13.5
100
20.61
1.81
17.52
22.42
100

자료: IAEA; OECD 원자력기구; World Nuclear Association(2010).

4) 석탄
중앙아시아의 석탄 매장량은 400억 톤으로 세계 매장량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세계 대비 3.8%인 313억 톤으로
세계 7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석탄 슬러지로
인해 석탄 사용을 감소하자는 운동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서
는 각국의 높은 탄소배출량과 석탄 슬러지로 인해 석탄 사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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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기되고 있지만, 석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석탄을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동부지역 에키바스투즈 석탄광산 주변에 최대의 열
병합발전소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0억 톤의 역청탄을 포함하여 약 30억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 석탄 부문에 2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투자금 중 90%가 Angren 탄광 시설 개선에 지원되
어 이 광산은 연간 78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것이다.
표 4-7. 석탄 매장량 현황
국 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연방
중앙아시아
구소연방
세계 총계

무연탄/
유연탄

아역청탄/
갈탄

합계(A)

(단위: 백만 톤)

R/P

점유율
(A/B, %)

28,170
2,000
49,088
93,609

3,130
1,000
107,922
132,386

31,300
3,000
1,700
4,000
157,010
40,000
225,995

308
*
474

3.8
0.4
0.2
0.5
19.0
4.8
27.4

411,321

414,680

826,001(B)

122

100.0

주: * 500년 이상.
자료: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나. 주요 광물자원
1) 2011년 상품가격 지수 전망
상품시장 랠리는 국제유가 및 주식시장의 랠리와 방향을 같이한다. 세계 경기침
체가 심화되면서 상품가격지수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였으나, 2009년 각국
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품지수는 서서히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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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품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이라 불리는 통화
공급 확대정책, 미 달러화 약세 지속, 그리고 중국과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한 소
비 회복 전망으로 추세적 상승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곡물은 2010년 세
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곡물 가격의 급등세는 2011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수급불안이 해소되면서 상승폭이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6. 상품가격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2)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
희소금속인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오랫동
안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다. 이러한 화학적 성질 때문에 최근 광학
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되고 있
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국은 중국으로, 매장량은 3,600만 톤(REO)이며, 세계
총 매장량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희토류 협회(Chinese Society of 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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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s)는 중국의 미확인 매장 및 부존량(reserves and resources)이 최대 1억 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에는 희토류
1,9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 총 매장량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
를 매장하고 있는 CIS 국가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지질 및 광물자원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도 희토
류가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희토류 중 스칸듐(scandium)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표 4-8. 희토류 매장량 현황

(단위: 천 톤, REO 함량)

지역

Reserve

점유율(%)

중국

36,000

36.5

CIS

19,000

19.3

세계 총계

98,578

100

주: Reserve는 현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량.
자료: USGS(2010. 1), Mineral Commodity Summaries.

키르기스스탄은 1999~2002년 희토류를 생산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는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희토류 확보전이 확대되면 키르기스
스탄의 희토류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표 4-9. 키르기스스탄 희토류 생산 동향

(단위: 톤)

광종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희토류

6,115

7,736

3,800

100

자료: USGS(2010. 1), Mineral Commodity Summ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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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광물자원
중앙아시아 6개국 멘델레프의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 및 비광
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중앙아시아는 크롬, 아연, 붕소의 매장
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 몰리브덴 등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가진 광물이 많은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표 4-10. 국가별 주요 광석 매장량 현황
광종
금
크롬
아연
레늄
카드뮴
붕소
창연
중정석
철광석(금속량)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텅스텐
동
베릴룸
형석
수은
요오드
브롬
안티모니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단위
톤
천톤
천톤
톤
톤
천톤
톤
천톤
백만 톤
천톤
천톤
천톤
백만 톤
천톤
백만 톤
톤
백만 톤
톤
천톤
천톤
천톤

매장량
1,700
180,000
17,000
190
51,000
NA
5,000
NA
3,300
130
60
100
360
20
18
10,000
27
7,500
170
700
50

점유율(%)
3.6
51.3
8.5
7.6
8.3
8.5
1.6

순위
9
1
1
4
4
1
5

4.3
1.5
0.7
1.16
1.44
0.6
3.3
2.08
12.6
6.25
1.1
n.a.
2.4

8
8
11
9
10
12
12
11
4
2
4
4
5

자료: USGS(2010. 1),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WBMS(2010),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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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멘넬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
다.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광물은
철금속 3종, 비철금속 29종, 귀금속 2종, 산업광물 84종이다.
철광석은 주로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 중 1/2가량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수출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마
켓(emerging market)의 철강 수요가 감소하였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중국 등
이머징마켓의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본격화되면 수요는 증가할 것이
다. 카자흐스탄은 이외에도 연, 아연, 동, 금, 망간, 크롬 등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원 부국이다. 특히, 금은 카자흐스탄 비철금속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
문 중 하나로, 현재에도 총 225개 지역에서 탐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銅) 가공 산
업은 광물자원 가공산업 중 가장 발달된 산업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8
위인 광산업체이며,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카작무스(Kazakhmys)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구리 수출 국가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a Resources Co.:
KORES)는 카자흐스탄 동부 카라간다 지방의 Zhetymshoky 동광산의 동광석 및
동화합물의 탐광과 채광에 대해 Saryarka CEC(Civic-oriented Entrepreneurial
Co.)와 합의한 상황이다. Zhetymshoky 동광산의 추정광량은 10만 톤이며, 총 투
자액은 최대 9,300만 달러로 예상된다. 크롬의 경우 매장량 및 생산량이 세계 1위
로 세계 크롬광의 51.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140년
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산업 경제의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수출
품인 원유 및 철강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경
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장기종합개발정책
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ㆍ경제 모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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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카자흐스탄 광산물 생산 현황
광종
금(광산)
동(광산)
(정련)
(제련)
마그네슘(정련)
망간(광석&정광)
몰리브덴(광산)
바나듐
보크사이트
붕산염
아연(광산)
(슬래브)
알루미늄(정련)
은(광산)
중정석
창연(광산)
철광석
카드뮴(정련)
크롬(광산)

단위
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천톤
톤
천톤
톤
백만 톤
톤
천톤

2005년
16.8
435.6
418.9
404.8
20.0
2,208.0
0.2
1.0
4,815.4
30.0
364.3
357.1
N.A
804.1
95.0e
140.0
19.5
1,624.0
3,581.0

2006년
21.8
446.3
424.8
427.7
21.0e
2,531.0
0.4
1.0
4,884.0
30.0
404.6
364.8
N.A
806.1
95.0e
140.0
22.3
1,140.0
3,366.0

2007년
21.4
406.5
392.8
406.1
21.0e
2,482.0
0.6
1.0
4,842.6
30.0
386.0
358.2
62.5
721.8
95.0e
145.0
23.8
996.0
3,687.0

2008년
20.9
419.9
392.2
398.4
21.0e
N.A
0.6
1.0
5,160.0
30.0
386.8
365.6
106.0
681.8
95.0e
150.0
23.0
996.0
3,630.0

2009년
22.5
405.9
465.5
368.1
N.A
N.A
0.6
1.0
5,131.0
30.0e
418.6
328.8
128.0
678.2
70.0e
140.0e
21.0e
996.0
3,600.0e

자료: WBMS(2010),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제2위의 천연자원 국가로 광물자원 수출은 주요 외
화가득원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둘째로 많은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연, 아연, 텅스텐, 레늄 등과 같은 대규모 비철금속 광산이
부존되어 있고, 다양한 산업원료 광물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금광업은 우즈베키
스탄 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아홉째 가는 금 생
산국이고 CIS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둘째 가는 금 생산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9위의 금 부존국으로, 금 확정광량(reserve)은 1,700톤이고 총 매장량(reserve

12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base)은 1,900톤으로 추정된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위원회(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eology and mineral)는 41개 금광을 리스
트에 올려놓고 있으나, 9개 광산만 개발되고 있을 뿐이다. 생산량 기준 세계 8위로
연간 약 85톤을 생산하고 있다. 구리는 추정 매장량이 총 2,50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9%를 차지한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부존하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 9,680억
달러로 추정된다.
표 4-12. 광종별 경제적 가치 평가액
구

평가액

구성비

석유 및 천연가스

4,173

38.0

고령토ㆍ흑연ㆍ현무암ㆍ혈암

3,864

35.2

귀금속

377

3.4

철ㆍ비철ㆍ희귀금속 및 방사성 금속

809

7.4

1,745

16.0

10,968

100.0

기

분

(단위: 십억 달러, %)

타
소

계

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위원회(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eology
and mineral).

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비하면 광물자원이 빈약한 빈국이
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금, 안티모니, 석탄, 수은, 주석, 텅스텐, 우라늄 등의 광물
이 생산되며, 이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은 자원은 금이다. 이외 주요 광물로는
매장량 기준으로 수은이 세계 2위, 몰리브덴이 세계 9위를 차지한다. 광물 생산을
살펴보면,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이은 3위의 금 생산국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단 한 개의 금광을 가행했으나, 이후 캐나다 세계은행(WB)과 유
럽재건개발은행(EBRD) 등의 지원과 Centerra Gold의 투자로 몇몇 신규 금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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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면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안티모니 생산은 중국에 이은 2위 생산국이다.
표 4-13. 키르기스스탄 주요 광물 생산량

(단위: 톤)

광종

품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Mine

15,600

9,400

9,400

17,300

16,300

고령토

Kaolin

400,000

400,000

400,000

-

-

안티모니

Mine

800

532

480

480

480

수은

Mine

400

400

550

300

300

텅스텐

Mine

100

100

100

100

100

자료: WBMS(2010),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p. 64.

라)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의 광물자원 빈국 중 하나이다. 타지키스탄이 보
유한 세계적인 광물은 세계 5위의 부존량을 가진 안티모니이다. 이외에 금, 은 등의
광물을 매장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구소연방 시절 알루미늄 제련으로 유명했다.
타지키스탄의 최대 국영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Tursunzade Aluminium Smelter
(TadAz)사는 연간 생산용량이 51만 4,000톤으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련업체 가
운데 하나이다.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은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헝가리, 터키, 벨기에 등지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표 4-14. 타지키스탄 주요 광물 생산 현황

(단위: 톤)

광종명

품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Mine

1,900

1,900

1,900

1,900

1,900

안티모니

Mine

4,073

3,480

3,480

3,390

3,081

알루미늄

Refined

379,600

413,800

419,100

402,000

359,100

자료: WBMS(2010),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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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더불어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지
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연방 지역에 매장된 붕소 및 요오드의 70% 이상,
칼리염 50억 톤, 식탁염은 18억 톤, 이외에 유황, 황산소다, 스트론튬, 석탄, 금, 수
은 등 다수ㆍ다량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외
국인투자가 원유 및 가스에 집중되어 있어 유용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은
미진하다.
다. 농업자원
오랜 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한 소맥, 대두,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은 2006년 하반
기부터 급등하였고, 2007년에는 세계 식품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인
한 공급 감소,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경작지 감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료 활성화, 식량의
자원화, 투기자본의 유입 등을 꼽을 수 있다. 곡물 가격 상승이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곡물 가격의 상승은 곡물 사료를 먹
는 가축 사육비에 영향을 주고, 육류는 물론 우유, 버터 등 각종 유제품 가격을 상
승시키며, 밀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비재 가격까지 높아지는 애그플레이션
(agflation)46)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금지조치에 따른 수급불안정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다. 2010년의 곡
46)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곡물 가격 상
승에 따른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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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격 급등세는 2011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수급불안이
해소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7. 주요 곡물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1) 농산물 파종면적
중앙아시아 최대 농업국은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구소연방 시절에도 소
연방의 최대 곡창지대로 곡물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적인 면화산지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2009년 카자흐스탄의 곡물 재배면적은 2,142만㏊, 우즈베키스탄은 161만㏊, 아제
르바이잔은 113만㏊, 키르기스스탄은 66만㏊로 2008년에 비해 파종면적이 증가하
였으며, 타지키스탄은 88만㏊로 2008년 파종면적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중앙아시아 최대 밀 재배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2009년 파종면적은 1,475만
㏊이다. 면화 파종면적은 세계적인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이
2009년 135만㏊로 1위이며, 최대 쌀 재배국가는 2009년 파종면적이 8만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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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의 쌀 주산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단 거주지 중
하나인 크즐오르다주이다.
카자흐스탄의 농작물 파종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농
업분야에서 ‘곡물산업 발전시스템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북부지역 곡물
클러스터47)를 형성하면서 곡물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북부 곡물 클러
스터는 카자흐스탄 내 곡물 총 파종면적의 75% 차지하는 지역으로, 2009년 코스타
나이주 447만㏊, 아크몰린주 454만㏊, 북카자흐스탄주가 388만㏊에 곡물을 파종하
였다. 카자흐스탄의 2009년 농작물 총 파종면적은 2,142만㏊(643억 평)로 2008년
에 비해 6.5% 증가하였다. 작목별 파종면적은 곡물 1,721만㏊, 유채류 119만㏊,
감자 17만㏊, 박과류 5,000㏊ 순이다.
표 4-15. 주요 곡물 파종 면적 추이
구
곡물

밀

면화

쌀

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단위: 천㏊)

2005년
18,445.2
633.1
1,616.1
12,647.9
425.8
1,439.7
204.2

2006년
18,369.1
633.0
1,616.5
12,425.8
411.8
1,446.5
200.1

2007년
18,954.5
611.1
891.1
1,538.9
12,892.3
357.4
132.2
1,382.8
206.1

2008년
20,119.2
654.3
888.9
1,559.5
13,476.1
392.3
140.4
1,373.6
178.6

2009년
21,424.9
654.5
875.1
1,610.6
14,751.0
402.6
79.9
1,354.6
139.8

1.472.3
85.7
5.9
52.5

1.447.6
88.0
6.3
60.4

1.451.6
88.4
6.2

1,425.0
75.7
6.0

1,347.1
86.9
6.3

자료: 각국 통계청; 농업부.
47) 카자흐스탄의 주 중에서 러시아와 접한 아크몰린주, 코스타나이주, 북카자흐스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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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카자흐스탄 농작물 파종면적 추이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농작물이며, 수출품인 면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
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따라 원면의 단순 수출보다는 섬유산업(textile industry)
의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20일 ‘비식료품(non-food
products) 생산의 현대화 프로그램’ 안을 만들어 섬유산업 분야 총 19개 프로젝트
에 1억 8,38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농업을 물류, 관광과 더
불어 3대 집중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발전을 추진 중이다.

2) 품목별 생산량
중앙아시아 최대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의 2009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와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2008년 2,181만 톤에 비해 29% 증가한 2,815
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 중에서 곡물 생산량은 2008년에 비해 33.7% 급증한
2,083만 톤을 기록했다. 2009년 곡물 생산량 중 밀의 생산 비중은 81.9%이다.
2009년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은 2008년 1,254만 톤에서 1,705만 톤으로 36%나
급증하였다. 주요 밀 주산지인 북카자흐스탄주, 아크몰린주, 코스타나이주는 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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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81.4%, 곡물 총 생산의 74.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구소연방 독립 이후 정부의 지원 및 고정자본 투자 축소로 농업 비중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연간 곡물 생산량을 2,300만 톤으로 증
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르헨티나의 농업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3월
말 현재 카자흐스탄의 곡물(밀) 수출은 550만 톤으로 2009년 대비 130만 톤(31%)
이나 증가하였다.
그림 4-9. 중앙아시아 국별 곡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각국 통계청.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생산량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우즈
베키스탄은 세계 6위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서, 매년 약 340만
~370만 톤의 목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구소연방 시절인 1970~85년에 연간 500
만 톤에서 약 30% 감소한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를 가공하여 100만~120만
톤의 원면(cotton fiber)을 생산하고, 이 중 70~75%를 수출하고 있다. 이외에 우즈
베키스탄은 밀 664만 톤, 옥수수 23만 톤, 쌀 3만 톤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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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주요 농산물 생산량

밀

보리

옥수수

쌀

면화

구 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005년
11,198.4
950.1
6,047.0
1,527.5
213.5
432.1
59.4
495.0
162.8
284.6
160.4
28.8
465.0
118.1
448
3,749.0

2006년
13,460.5
840.3
6,094.6
1,952.9
204
413.6
59.1
546.0
194.0
288.8
213.7
28.4
435.4
117.5
438
3,600.3

2007년
16,466.9
708.9
649.3
6,197.4
2,441.2
227.2
421.2
59.0
587.0
205.5
294.4
197.7
27.6
441.7
95.1
420
3,715.8

(단위: 천 톤)

2008년
12,538.2
746.2
659.1
6,146.5
2,058.6
210.6
420.2
58.6
798.0
227.7
254.7
110.4
28.4
317.5
95.1
353
3,400.5

2009년
17,052.0
1,056.7
938.4
6,637.7
2,518.6
289.7
471.2
60.0
230.8
307.0
194.4
30.7
270.0
49.2
3,401.9

자료: 중앙아시아 각국 통계청.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요인 분석
가. 고정자본 형성
1) 중앙아시아 국가별 총 고정자본 형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은 증가하였다. 2009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대 고정자본이 형성
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며, 다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중앙아시
아 역내 국가별 2009년 고정자본 형성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308억 2,662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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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투르크메니스탄 96억 6,814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82억 9,158만 달러, 아제르
바이잔은 78억 달러가 형성되었다. 특히, 2009년 2월 4일 자국화폐에 대해 달러당
122.32텡게(중앙은행 매매기준)에서 150텡게로 18% 평가절하48)를 단행한 카자흐
스탄은 텡게화 기준으로는 고정자본 형성이 증가하였으나, 달러화 기준으로 볼 때
는 감소하였다.
표 4-17. 국가별 총고정자본
구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단위
백만 텡게
백만 달러
백만 솜
백만 달러
백만 마나트
백만 달러
십억 솜
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420,976 2,824,523 3,392,122 3,836,141 4,546,927
18,219
22,408
27,679
31,888
30,827
12,989
24,386
29,559
32,535
38,691
282
530
643
707
841
4,601
15,518,
24,944
1,783
6,015
9,668
3,012.9
3,838.3
5,479.7
8,483.7 12,531.9
2,553
3,095
4,245
6,090
8,292

자료: 중앙아시아 국가별 통계청.

중앙아시아 각국의 화폐를 기준으로 2009년 고정자본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연 50% 이상 고정자본이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유럽자본의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
국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및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한 사회간접자본 및 제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적극적인 고정자본 형
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7~09년 연평균 48.5%씩 고정자본 형
성이 이루어졌다.

48) 환율은 150텡게에서 플러스ㆍ마이너스 3% 또는 5텡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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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 추이(전년 대비)
(단위: %)

국가명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2006년
7.0
16.7
87.7
27.4

2007년
7.8
20.1
21.2
42.8

2008년
19.3
13.1
10.1
237.3
54.8

2009년
-12.6
18.5
18.9
60.7
47.7

주: 각국 화폐 기준.
자료: 중앙아시아 국가별 통계청.

2) 국가별 고정자본 형성 분석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은 2008년까지는 개인자금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9년부터는 외국인투자 부문이 1위를 차지하였다. 개인자금이 고정자본 형성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7%(1조 6,385억 텡게)에서 2009년 34%(1조
5,444억 텡게)로 12.7%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정자본 형성
은 2008년 23%(8,809억 텡게)에서 2009년 37%(1조 6,821억 텡게)로 14%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각각 15.8%(7,163억 텡게), 3.5%(1,603억 텡게)로 낮은 편이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카자흐스탄 산업을 보
여주듯이 광업, 교통 및 통신, 부동산 순이다.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 국가건설의
기반이 된 광업 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고
정자본 형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으로 32.9%(1조 4,948억 텡게)를 차지
하고 있으며, 교통 및 통신은 23.1%(1조 499억 텡게)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까지 카자흐스탄 고정자본 형성 비중 3위를 유지하던 부동산업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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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카자흐스탄 고정자본 형성의 원천
(단위: 백만 텡게)

2005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정부예산

231,687

308,537

433,405

580,299

716,269

지자체 예산

51,643

61,670

102,984

182,469

160,299

1,357,856

1,600,898

1,656,142

1,638,571

1,544,424

외국인투자

578,377

569,407

622,512

880,915

1,682,154

기타 차입

201,413

284,011

577,079

553,887

443,781

2,420,976

2,824,523

3.392.122

3.836.141

4.546.927

개인자금

총 고정자본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그림 4-10. 카자흐스탄 고정자본 형성의 원천별 비중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급격히 침체하였다.
2009년 카자흐스탄 부동산업의 고정자본 형성 비중은 13%(5,923억 텡게)로 2008
년 23.6%(9,055억 텡게)보다 10.6%포인트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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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카자흐스탄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
구 분
농림축산업

단위
백만 텡게
백만 달러

공업

백만 텡게
백만 달러

광업

백만 텡게
백만 달러

제조업

백만 텡게
백만 달러

전력ㆍ가스ㆍ물
생산 및 공급
교통 및 통신

백만 텡게
백만 달러
백만 텡게
백만 달러

부동산업

백만 텡게
백만 달러

교육

백만 텡게
백만 달러

보건부문

백만 텡게
백만 달러

공공부문

백만 텡게
백만 달러

기타

백만 텡게
백만 달러

총고정자본

백만 텡게
백만 달러

2005년
47,975
(2.0)
361
1,127,984
(46.1)
8,489
785,392
(32.4)
5,911
274,289
(11.3)
2,064
68,303
(2.8)
514
362,857
(15.0)
2,731
519,877
(21.5)
3,912
28,840
(1.2)
217
34,833
(1.4)
262
31,067
(1.3)
234
267,543
(11.1)
2,013
2,420,976
(100.0)
18,219

2006년
47,143
(1.7)
374
1,332,744
(47.1)
10,573
910,870
(32.2)
7,226
313,579
(11.1)
2,488
108,295
(3.8)
859
391,289
(13.9)
3,104
575,949
(20.4)
4,569
39,408
(1.4)
313
47,707
(1.7)
378
25,997
(0.9)
206
364,286
(12.9)
2,890
2,824,523
(100.0)
22,408

2007년
55,973
(1.7)
457
1,600,317
(47.1)
13,058
1,097,165
(32.3)
8,953
322,662
(9.5)
2,633
180,490
(5.3)
1,473
526,089
(15.5)
4,293
730,525
(21.5)
5,961
65,117
(1.9)
531
53,175
(1.6)
434
25,973
(0.8)
212
334,953
(9.9)
2,733
3,392,122
(100.0)
27,679

주: ( ) 안은 텡게화 기준 고정자본 형성 비중.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8년
74,564
(1.9)
620
1,572,364
(41.0)
13,070
1,006,976
(26.3)
8,371
341,067
(8.9)
2,835
224,321
(5.8)
1,865
669,136
(17.4)
5,562
905,506
(23.6)
7,527
133,022
(3.5)
1,106
90,404
(2.4)
751
45,082
(1.2)
375
346,063
(9.0)
2,877
3,836,141
(100.0)
31,888

2009년
78,752
(1.7)
534
2,196,471
(48.3)
14,891
1,494,827
(32.9)
10,134
355,469
(7.8)
2,410
346,175
(7.6)
2,347
1,049,953
(23.1)
7,118
592,331
(13.0)
4,016
159,593
(3.5)
1,082
119,048
(2.6)
807
61,546
(1.4)
417
289,233
(6.4)
1,961
4,546,927
(100.0)
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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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은 민간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민간 부문이 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7%로 가장 높으며, 2위
는 정부 부문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에서 민
간 부문 비중이 높은 것은 2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2009년 고정자본은 국내자본 74.2%, 국외자본 25.8%에 의해 형성되었다. 국내
자본 중에서는 기업 23.8%, 정부 예산이 1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
템이 발달하지 못한 키르기스스탄의 금융기관들은 고정자본 형성에 참여하는 비중
이 매우 낮다. 국외자본 중에서는 대외차관이 가장 높은 15.3%를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을 살펴보면, 전력ㆍ가스ㆍ용수 생산 및
공급 부문이 14.2%(55억 솜)로 가장 높으며, 국제기구 및 차관 등에 의해 건설되
는 교통 및 통신 부문이 13.6%(52억 솜)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유통 및
제조업이 각각 8.4%, 광업이 7.5%의 고정자본 형성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업
및 제조업의 고정자본 형성이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는 국토
그림 4-11. 키르기스스탄 고정자본 형성의 원천별 비중
(단위: %)

구 분 2005년
국내
71.6
정부 예산
6.3
지자체 예산 1.3
기업
37.5
은행 차입
예금
26.5
국외
28.4
차관
15.5
FDI
11.2
대외원조 등 1.7

2006년 2007년
75.9 78.5
5.4
8.8
1.4
2.4
47.1 40.8
0.6
22.2 25.9
24.1 21.5
14.5 10.7
8
6.7
1.6
3.9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08년 2009년
64.0 74.2
10.9 12.3
1.8
1.9
22.9 23.8
0.8
6.0
27.6 30.2
36.0 25.8
12.7 15.3
19.7
7.4
3.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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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키르기스스탄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
구분
농림축산업
광업
제조업
전력, 가스, 용수 생산 공급
건설
유통
호텔 및 식당
교통 및 통신
부동산
교육
보건부문
공공부문
기타
전체

2008년
고정자본
737.2
2,419.8
3,649.5
2,284.7
8.6
1,258.4
2,356.3
6,720.0
2,850.5
1,615.1
214.2
428.3
7,992.4
32,535.0

비율
2.3
7.4
11.2
7
0
3.9
7.2
20.7
8.8
5
0.7
1.3
24.5
100.0

(단위: 백만 솜, %)

2009년
고정자본
887.4
2,909.3
3,262.7
5,503.4
3,253.4
3,193.4
5,248.9
2,488.2
1,299.8
184.6
734.1
9,725.3
38,690.5

비율
2.3
7.5
8.4
14.2
8.4
8.3
13.6
6.4
3.4
0.5
1.9
25.1
100.0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대부분이 평균 1,5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소연방 시절부터 제
조업 기반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내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빈약
한 광물자원으로 광업 부문에 대한 고정자본은 7.5%로 낮은 편이다.
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2009년 총고정자본 형성은 96억 6,810만 달러이며, 이 중 생
산 부문은 68.8%인 66억 5,080만 달러, 비생산 부문은 31.2%인 30억 1,730만 달
러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부
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높은 것은 천연가스 및 원유 개발과 석유화학산
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은 정부
의 에너지자원 개발 확대, 카스피해 연안 휴양도시 투르크멘바쉬에 위치한 Aw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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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 원활한 물류를 위해 철도 단선의 복선화, 국내 소비재산업의 육성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표 4-22.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정자본 형성
2008년
고정자본
4,560.9
1,453.9
6,014.7

구 분
생산부문
비생산부문
총고정자본

비율
75.8
24.2
100.0

(단위: 백만 달러, %)

2009년
고정자본
6,650.8
3,017.3
9,668.1

비율
68.8
31.2
100.0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Туркменистана по статистике.

라) 우즈베키스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은 82억
9,159만 달러로 2008년 60억 9,024만 달러에 비해 31.6%나 증가하였다. 2009년
민간 부문에 의한 고정자본 형성은 76.1%(63억 580만 달러)로 정부 부문에 의한
고정자본 형성 비중 23.9%(19억 8,577만 달러)보다 3.2배 높다. 2005년까지 우즈
베키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에서는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기여율이 높았으나
2006년부터 민간 부문에 의한 고정자본 형성이 정부 부문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다.
표 4-23. 주체별 고정자본 형성
구분
전체
민간
정부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십억 솜 3,012.9 3,838.3 5,479.7 8,483.7 1,2531.9
백만 달러

2,553

3,095

4,244

6,090

8,292

십억 솜 1,090.4 2,585.6 3,852.1 6,328.8 9,530.6
백만 달러

924

2,085

2,983

4,543

6,306

십억 솜 1,922.5 1,252.7 1,627.6 2,154.9 3,001.3
백만 달러

1,629

1,010

1,261

1,547

1,986

자료: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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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고정자본 형성의 특징은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이다. 2009년 생산 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은 75.7%로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은 교통 및 통신, 광업, 공공주택 순이다.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풍부한 지하자원
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4. 우즈베키스탄 산업별 고정자본 형성
구 분
생산부문
공업
농업
건설
교통 및 통신
상업
기타
비생산부문
공공주택
국영농업
보건
교육
기타
총고정자본

(단위: 십억 솜,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고정자본 비율 고정자본 비율 고정자본 비율 고정자본 비율
2,619.8 68.3
3,840.3 70.1
6,397.5 75.4
9,491.2 75.7
1,233.4 32.1
2,013.8 36.8
2,556.6 30.1
3,556.9 28.4
175.8 4.6
180.8 3.3
258.4 3.1
385.6 3.1
48.0 1.3
67.5 1.2
191.5 2.3
354.6 2.8
792.7 20.7
1,249.8 22.8
2,227.6 26.3
3,935.5 31.4
66.8 1.7
93.8 1.7
212.1 2.5
314.7 2.5
303.1 7.9
234.6 4.3
951.3 11.1
943.9 7.5
1,218.5 31.7
1,639.3 29.9
2,086.2 24.6
3,040.7 24.3
442.2 11.5
633.0 11.5
841.8 9.9
1,186.9 9.5
108.3 2.8
107.1 2.0
123.6 1.5
232.6 1.8
92.5 2.4
73.4 1.3
134.4 1.6
158.3 1.3
423.1 11.0
686.4 12.5
748.9 8.8
1,012.4 8.1
152.4 4.0
139.4 2.6
237.5 2.8
450.5 3.6
3,838.3 100
5,479.7 100
8,483.7 100 12,531.9 100

자료: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나.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 비중 분석
1) 카자흐스탄
글로벌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 세계경기 호황과 국내소비 증가로 인해 생산기반을 다져가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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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들도 도산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도산으로 실업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가격
이 하락하여 은행 대출자들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렵게 되자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또한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으
로 카자흐스탄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는 악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대외교역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원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대외교역량이
급감하였다. 카자흐스탄의 2009년 교역량은 716억 440만 달러로 최대의 교역량을
기록한 2008년 1,090억 7,260만 달러에 비해 34.4% 감소하였다. 특히, 2009년 수
출은 431억 9,570만 달러로 2008년 711억 8,360만 달러에 비해 39.3%나 감소하였다.
2009년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액은 23억 6,550만 달러로 전체 교역
액 대비 3.3%로 매우 낮다.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액은 2008년 35억
7,72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3.9% 감소했
다. 카자흐스탄이 가장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는 역내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2009년 11억 9,620만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표 4-25. 카자흐스탄의 역내 국가별 수출입 현황
구 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CIS
전체

2007년
355.1
278.5
77.9
871.8
4,659.1
1,583.3
7,965.3
47,755.3

수 출
2008년
437.2
268.5
217.6
1,272.1
6,228.1
2,195.4
11,078.4
71,183.6

2009년
390.5
240.3
108.9
891.8
3,547.0
1,631.5
6,781.1
43,195.7

2007년
175.8
25.0
142.7
538.5
11,626.9
882.0
14,599.3
32,756.4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단위: 백만 달러)

수 입
2008년
171.2
8.6
220.3
516.1
13,765.6
916.2
17,496.8
37,889.0

2009년
116.5
14.8
61.4
304.4
8,896.5
497.1
12,067.8
28,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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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액은 21억 2,860만 달러로 CIS 교역액
188억 4,890만 달러 대비 11.3%, 총교역액 716억 440만 달러 대비 3.0%이다.
2009년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 의존율은 3.0%로 매우 낮다. 이는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한 소비재를 비롯한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여 상호간 교역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교
역액은 약 50% 감소하였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의 교역액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림 4-12.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

표 4-26.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및 CIS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중앙아시아

2,465.3

3,111.6

2,128.6

CIS

22,564.6 28,575.2 18,848.9

총교역액

80,511.7 109,072.6 71,604.4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9년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수출은 우즈베키스탄이 54.7%로 가장 높으
며, 키르기스스탄이 23.9%로 뒤를 이었다. 2009년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수
입 비중은 우즈베키스탄 61.2%, 키르기스스탄 23.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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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카자흐스탄의 역내 국가별 무역 비중(국별/중앙아시아)

자료: The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키르기스스탄
2009년 키르기스스탄의 총 교역액은 44억 8,180만 달러로 2008년 59억 2,800
만 달러에 비해 21.5% 감소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2009년 대중앙아시아 교역액
은 7억 7,740만 달러로 총교역액 대비 17.3%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역내 교역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역내 국가별 교역량은 카자흐스탄 4억
7,86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2억 7,930만 달러 순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무역
국은 러시아로 2009년 교역액은 12억 7,620만 달러이며, 총교역액 대비 비중은
28.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역내 수출액은 3억 2,210만 달러로 2008년
4억 4,320만 달러에 비해 27.3% 감소했다. 2009년 수입은 4억 5,530만 달러로
2008년 5억 4,020만 달러에 비해 15.7% 감소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역
내 수출입이 급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그리고 물
가상승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 때문이다. 특히, 2009년 키르기스스탄의 소비자물
가는 2007년에 비해 24.5%, 2008년에 비해서는 6.8%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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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CIS
총교역액
중앙아시아ㆍ총 교역액

2007년
516.6
30.4
206.6
1,208.5
753.6
2,274.9
4,109.6
18.3

2008년
560.7
30.5
392.2
1,802.4
983.4
3,195.8
5,928.0
16.6

2009년
478.6
19.5
279.3
1,276.2
777.4
2,238.8
4,481.8
17.3

주: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치 제외.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표 4-28.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CIS
총교역액
중앙아시아ㆍ총교역액

수출
수입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4.2
184.1
138.7
312.4
376.6
28.1
27.0
15.8
2.3
3.5
85.7
232.1
167.6
120.9
160.1
234.6
310.2
185.8
973.9 1,492.2
318.0
443.2
322.1
435.6
540.2
753.6 1,010.5
521.4 1,521.3 2,185.3
1,321.1 1,855.6 1,441.6 2,788.5 4,072.4
24.1
23.9
22.3
15.6
13.3

2009년
339.9
3.7
111.7
1,090.4
455.3
1,717.4
3,040.2
15.0

주: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치 제외.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최대 수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 2009년 역내 수출
비중의 52.0%를 차지하고 있다. 2위 수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43.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역내 최대 수입국은 카자흐스탄으로

14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24.5%를 나타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의 역내 무역액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
은 각각 95.1%, 99.2%이다. 이처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수출입 비
중이 높은 것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키르기스스탄이 역내 에너지자원
부국인 이들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림 4-14. 키르기스스탄의 역내 국가별 무역 비중(국별/중앙아시아)

주: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치 제외.
자료: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3)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2009년 중앙아시아 역내 교역은 18억 6,470만 달러로 총교역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07년 14.1%,
2008년 13.2%, 2009년 8.8%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은 점차 감
소하고 있다.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역내 최대 교역국은 카자흐스탄으로 11억
9,620만 달러로 64.2%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을 수출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의 역내 교역 비중은 15%로 2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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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역내 교역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소
비재에 대한 역외 수입이 증가하고 원자재의 역외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표 4-29.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총교역액
중앙아시아ㆍ총교역액

2007년
금액
비중
1,410.3
70.4
206.6
10.3
300.9
15.0
85.4
4.3
2,003.2
100.0
14,227.1
14.1

2008년
금액
비중
1,788.2
71.0
392.2
15.6
224.5
8.9
114.5
4.5
2,519.3
100.0
19,077.0
13.2

2009년
금액
비중
1,196.2
64.2
279.3
15.0
198.3
10.6
190.9
10.2
1,864.7
100.0
21,209.6
8.8

자료: 각국 통계청.

4.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과 평가
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중앙아시아 최대의 투자매력은 원유, 천연가스,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부존지역
이라는 것이다. 2010년 들어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한 희토류의 부존지역이며, 신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우라늄의 보고이다.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앙아
시아는 유럽지역에 있어 러시아와 더불어 에너지원 지역이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49)는 원
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2009년 말 기준 중앙아시아의 원유
49)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도 소량의 원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나 매장량이 매우 적어
통계에서는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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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은 55억 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03%, 천연가스 매장량은 11조 6,000억㎥
로 세계 매장량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매장량은 향
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자원 개발은 19세기 중반부
터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 개발로 추가적인 매장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유전 및 가
스전 개발로 매장량이 확대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과 서
부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광구 개발이 가능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남동부지역과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매장량 확보가 가능하다.
둘째,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전략적 에
너지광물인 우라늄과 광학유리ㆍLCD 액정 등 전자제품ㆍ금속첨가제ㆍ전기자동
차 배터리ㆍ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되고 있는 희토류(稀土
類, Rare Earth Elements),50) 석탄, 철광석, 동 등의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셋째, 광대한 농경지를 이용한 곡물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광
활한 농경지를 이용한 곡물 생산으로 애그플레이션 극복이 가능한 지역이다. 카자
흐스탄은 구소연방 시절부터 최대의 곡물 생산지역으로 연 500만 톤의 밀을 수출
하고 있다. 이외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로 유럽지역으로 공정
무역이 가능하다.
넷째, 중앙아시아는 소비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역내 인구는
약 7,273만 명이나 이들이 소비하는 소비재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중앙아
시아 각국들은 의류, 의약품, 여성 위생품 및 가전제품에서부터 기계장비의 대부분
을 역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에는 대한항공 물류기지가 조성되어 있어 중앙아시
50) 희토류 원소(稀土類元素, 영어: rare earth elements, rare earth metals)는 주기율표의 17개
원소의 통칭으로 스칸듐과 이트륨, 그리고 란타넘족 원소를 말한다. 종종 악티늄족 원소를 포함시
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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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제3국 수출 및 국내 유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투자매력이다.
중앙아시아가 이러한 투자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진출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진출하는 견실한 기업보다는 일확천
금을 노리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경영환경은 너무 열악하며, 정
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도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아시아 각국 최고
위급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나.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평가
1)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 평가
원유 매장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국가별 투자매력도는 카자흐스탄이 역내 원유
부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2010년 7월 말 유가
기준(78.95달러/배럴 적용)으로 비교해 볼 때, 카자흐스탄의 원유 가치평가액은 3조
1,42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47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2010년 1분기 러시아 수출 평균가 적
용, 269.10달러/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2조 1,797억 달러의 가치평가액으로 천
연가스 부문 투자매력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카자흐스탄으로 4,897억 달
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3위는 4,521억 달러의 천연가스 가치평가액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별 총 에너지자원 가치평가액을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이

14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총 에너지
자원 가치평가액은 3조 6,32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2조 2,271억 달러
의 가치평가액을 가진 중앙아시아 최대 천연가스 부존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차지
했다.
그림 4-15.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별 원유 및 천연가스 가치평가액 비교

자료: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IMF(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각국 통계청.

그림 4-16.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별 총 에너지자원 가치평가액 비교

자료: BP(2010.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IMF(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각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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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물자원 분석을 통해 살펴본 투자매력도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역내 국가
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신재생에너지원이며 전략광
물인 우라늄, 석탄의 세계적인 부존국가로 현재 중앙아시아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이외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매력도도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순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희토류 생
산이 가능한 지역이다.
농업자원 부문에서는 구소연방 최대의 곡물생산지역 중 하나인 코스타나이 지
역이 위치한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
적인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평가
가) 고정자본 비교 분석
고정자본 형성이 가장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2009년 308억
달러가 형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97억 달러, 우즈베키스탄이 83억
달러의 고정자본을 형성하였다. 2009년 고정자본 증감률 1위는 인권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천연가스 수출 수익을 이용한 고정자
본 형성 증감률이 60.7%로 가장 높다. 2위는 47.7%를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이다.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카자
흐스탄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카자흐스탄 고정자본 형성 규모
를 기준으로 역내 국가를 비교한 결과 투르크메니스탄 31.4%, 우즈베키스탄
26.9%, 키르기스스탄이 2.7%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고정자본 형성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투르크메니스탄 18.8%, 카자흐스탄 13.3%, 우즈베키
스탄 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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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별 고정자본 형성 비교 평가

자료: 각국 통계청.

그림 4-18.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별
고정자본 규모 비교평가
(2009년 카자흐스탄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그림 4-19. GDP 대비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별 고정자본
형성(2009년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살
펴본 결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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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비중 비교 분석
중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앙아시아 중 최소의 경제 규
모를 가지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도 가장 작은 키르기스스탄이다. 반면 다른 중
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교역 규모가 10% 미만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2009년
중앙아시아 역내 교역 규모가 3.0%로 매우 낮은 편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역내 교
역 의존도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역내 대
외무역 의존도가 낮은 것은 주요 수출품이 원유 및 천연가스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역내 국가간 농산물을 제
외한 소비재의 교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4-30. 중앙아시아 국가별 역내 교역 비중(역내 교역/총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우즈베키스탄

14.1

13.2

8.8

카자흐스탄

3.1

2.9

3.0

키르기스스탄

18.3

16.6

17.3

구

분

자료: 각국 통계청.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역내 교역 의존도는 우리 기업들에 투자기회
가 될 수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우리 소비재 제조 기업들 진출은 중앙아시
아 국가들에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독립국가연합(CIS)국가 및 유럽,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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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매력도와 인프라 요인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환경(Foreign Investment Climates)을 평가하는 논의에
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의 투자리스크로 표현되는 각기
다양한 거시적ㆍ미시적 요소들의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여러 경제적 혜택을 통해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유치국의 투자매력도를 평가하
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외국인투자환경 평가 시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접근으로 가
능하다. 투자리스크의 범주로는 사회정치적 리스크, 대내경제적 리스크, 대외경제
적 리스크 등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투자환경 또는 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요소
들의 분석은 거시적ㆍ미시적 수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투자리스크를 평가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역 등 각종 경제지표, 정치 환경,
법률 환경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지만 중앙아시아 등 구 사회주의권 신흥경제국들
에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체제전환기 시장개혁의 속도
및 전망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특별히 강조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저렴한 양질
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자질과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들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이들 요소는 인프라의 발전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투자대
상으로서 시장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달리 말해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하
는 기초적인 요소들이기도 하며, 자원 보장(ресурсна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의 한 축
으로서도 의미를 내포한다.
중앙아시아 등 체제전환기의 신흥경제국에서 인프라 개발 수준은 투자매력도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도 거래비용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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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합리적 공급 및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경제 개발과
민간 투자 문제를 다룰 때 중대하게 다루는 요소이기도 하다.51) 그러나 중앙아시
아 등 체제전환기의 신흥경제국에서 투자매력도와 관련하여 보다 중대한 요소로
언급되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 상대적으로 매
우 낙후되어 있고, 이들의 개발 정도가 미래 이들 국가의 산업개발과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글로벌시대 국가 고유의 경쟁 요소52)로서 언급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은 생산원가의 절감, 지역간 요소생산성의 격차 완화, 기업
의 생산규모 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위한
중요한 인자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CIS권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에서
한국기업들은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기반시설의 낙후 등을 언급해 오고
있다.53)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평가하는 주요 범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사회간접자본 현황과 실태를 비교 평가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가리
켜 사회간접자본, 또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민간의
생산활동과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국한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여기에서 다루는 사회간접자본은 교통, 통신, 전력 등 경제기반시설(EOC:
Economic Overhead Capital)을 주 연구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노동생산성 및 노동력의 질적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 부문을 추가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

51)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에 대해서는 홍성웅(2006), pp. 26~30.
52) World Economic Forum(2009).
53) 조영관 외(2009); 김화년ㆍ정호성(2009); 이재영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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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의 경우에는 철도, 도로, 항공, 해운(내륙수운) 인프라 및 물류시설
등을 검토할 것이고, 통신의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인프라 환경 및 이동통신사업 환
경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전력의 경우에는 전력생산 및 배전망 네트워크, 전력공급
체계 등을 검토할 것이다. 교육 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및 전문직업교육 환경, 직
업교육 및 고등교육 관련 시설, 교원 충원 및 자질향상 프로그램 등의 요소들을 검
토할 것이다. 이들 요인이 투자매력도 측면에서 노동력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면,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은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인
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그린필드형 투자 등에서 투자대상국에 주재원 등을 파견
할 때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고, 따라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국인학교의 유무는 교
육 부문 인프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투자환경을 분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제 요소들을 선택하고 이들간
의 양적ㆍ질적 지표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무엇이 외
국인투자 활동을 제약하는가라는 문제에 집중된다.
투자환경 평가 시 경제적 매개변수 중에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중
앙아시아권에서 논의되는 문제들 가운데 호의적인 투자환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EBRD는 공동으로 1999년부터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행기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BEEPS(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율, 부패, 전기, 노동자의 숙련
및 교육, 금융접근성, 범죄 및 무질서, 조세행정, 통신, 법정, 토지접근성, 사업 인
허가, 교통, 노동규제, 통관 및 무역 규제 등 총 14개 지표가 포함되는데, 본 연구
에 해당하는 네 개의 지표, 즉 전기, 노동자의 숙련 및 교육, 통신, 교통에 대한 평
가 점수만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5년과 2008년 두 해의 지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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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국가별로 인프라의 상황 변화를 판단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질적 평가도 가능하다. 우선 2005년에는 통신, 교통, 전기의 문제가 비교적
낮게 인식되었으나 2008년에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08년에 전기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
한 2005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자 숙련 및 교육은 각각 6점, 8점
을 받아 중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평가되었으나 2008년에는 각각 가장 심각한 장
애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표 5-1. 비즈니스 환경의 장애요인으로서 인프라 요인에 대한 순위
2005년

2008년

전기

노동자
숙련 및
교육

통신

교통

전기

노동자
숙련 및
교육

통신

교통

카자흐스탄

13

6

14

12

4

1

9

7

키르기스스탄

12

5

14

13

1

8

4

9

타지키스탄

5

9

14

12

2

4

12

11

투르크메니스탄

10

8

13

12

7

3

6

11

우즈베키스탄

6

8

14

11

3

2

8

13

러시아

13

4

14

12

4

1

7

9

조사국가 중 3점 이하의
국가 수

1

4

0

0

10

11

1

0

조사국가 중 7점 이하의
국가 수

4

13

0

0

21

25

12

7

주: 국가별로 해당되는 숫자는 단순 순위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우는 1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
우는 14점이다.
자료: World Bank(2010), BEEPS At-A-Glance 2008. Cross Coun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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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물류인프라
가. 현황
중앙아시아에서 교통 부문은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는 것
은 아니다. GDP와 고용에서의 기여도는 각각 3~8%,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교역 발전과 이들 국가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통 부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그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대양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해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
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이기 때문에 각국의 대외교역
의 발전은 자국의 교통인프라의 발전만이 아니라 접경국가들의 교통ㆍ물류체계와
유기적인 협력ㆍ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54)

중앙

아시아의 교통체계는 GDP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달된 철도ㆍ도로 교통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상 이 지역의 교통
체계는 역내통합 또는 국제교역의 관점에서 볼 때 연계망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낙
후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인프라 유지 자금도 충분하지 못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1) 교통인프라 현황
중앙아시아 교통물류체계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에는 일정한 수준의 통합 교통망이 존재하지만, 과거 소비에트 시기
건설된 이들 교통로는 현존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
고 건설된 것들이며, 대부분 교통인프라의 방향은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서의 의미가 부여된 교통로들이다.
54) Christopher(200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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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IS에 포함되지 않는 인접국가들(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
탄, 터키 등)과 직접 연결되는 운송로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 교통로의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셋째, 역내 각국의 교통인프라 투자재원 부족, 교통프로젝트와 관련된 국가간
협력의 저발전 등으로 중앙아시아 교통망을 국제교통망에 통합시키는 과정이 지연
되고 있다.
넷째, 분리 독립된 국가들간 국경이 발생함에 따라 통과(transit) 비용 및 시간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인접국가의 영토를 경유하는 통과수송을 회피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철도ㆍ도로 건설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역내에는 인접국가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일부 대륙간
철도ㆍ도로망을 갖고 있으나 일부 단절 구간(missing link)이 존재하거나 교통인프
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구소련의 유산으로 남겨진 많은 철도ㆍ도로는 쇠퇴하
고 있다. UN ESCAP이 주도하고 있는 Asian Highway에 포함된 일부 중앙아시아
의 도로들 중 일부만이 최상급 또는 1급 도로에 속하고, 상당 부분의 도로들은
Ⅲ급 또는 이하의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
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열악한데, 각각 도로의 25%, 20%만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5)
여섯째, 현대사회에서 교통물류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철도 차량은 노후화되었고,
새로운 부속 및 장비들을 구입하지 않고 절약할 목적으로 일부 차량은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기관차 및 국경통과 견인차의 횡단 부족은 국경통과 열차의 운행에
55) 이러한 상황으로 귀결된 원인으로는 첫째, 재정부족으로 인한 불충분한 기술서비스, 둘째, 대다수
의 도로가 소비에트의 기준으로 건설되어 현재의 화물운송 기준과 현대적인 화물차에 부합되지 않
음, 셋째, 수뢰 및 현대적인 기술 및 장비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낮은 질 등이다.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2006),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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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Asian Highway에 포함된 도로의 등급(2004년)

자료: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2006),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Как увеличить выгоды от торговли по
средств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транспорта и тамо
женного транзита.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p. 56.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화물차와 냉동 화
물차 등 특수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다수의 신형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리스로 도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항공 운항 안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의 공항은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2) 교통물류서비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통물류서비스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형
태, 가격, 질 등 모든 측면에서 아직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현재 세계은행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 물류인프라, 물류경쟁력, 트랙킹 & 트레이싱(tracking
& tracing), 운송적시성 등의 분야별 지표를 종합하여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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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 150개국, 2010년 155개국을 대상
으로 한 지표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60위권 이하의 중하위
권에 위치해 있다. 2007년과 2010년 두 해를 비교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LPI
세계 순위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2007년 133위에서 62위,
우즈베키스탄은 129위에서 68위로 급상승했다. LPI 세계 순위로만 본다면 2010년
이 두 국가는 러시아(94위)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도에는
키르기스스탄이 모든 지표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2010년에는 이들보다 약 30단계 아래인 90위권에 진입하는 데 그쳤다. 한
편 다른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물류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 타지키스
탄은 통관, 물류인프라 등의 지표에서 성과 변화가 거의 없어 LPI 순위에 커다란
변동은 없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세계은행의 LPI 순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대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이들 국가의 물류환경이 급
격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LPI는
물류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국(싱가포르, 독일) LPI의 고작 50%에 머물
러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20위권에 위치한 한국과 비교하더라도 대략 30%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관절차 개선, 물류인프라
확충,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가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기는 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물류서비스 질의 구체적
인 차이,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수준차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 ADB
가 지난 2004~05년 국제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물류서비스의 편리성
(접근성, 속도, 신뢰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국가의 편리성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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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성과지수
물류성과지수(LPI)
연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전체
러시아
대한민국

분야별 지표
물류 트랙킹&
운송
기업
트레
적시성
경쟁력 이싱

최상위
대비(%)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
운송

2007 133 2.12

50.5

1.91

1.86

2.10

2.05

2.19

2.65

2010 62 2.83

58.9

2.38

2.66

3.29

2.6

2.7

3.25

2007 103 2.35

56.0

2.20

2.06

2.35

2.35

2.38

2.76

2010 91 2.62

52.0

2.44

2.09

3.18

2.37

2.33

3.1

2007 146 1.93

46.0

1.91

2

2

1.90

1.67

2.11

2010 131 2.35

43.2

1.9

2

2.42

2.25

2.25

3.16

-

-

-

-

-

-

-

2010 114 2.49

47.9

2.14

2.24

2.31

2.34

2.38

3.51

2007 129 2.16

51.6

1.94

2.0

2.07

2.15

2.08

2.73

2010 68 2.79

57.5

2.2

2.54

2.79

2.5

2.96

3.72

-

-

-

-

-

-

-

2007 99 2.37

56.5

1.94

2.23

2.48

2.46

2.17

2.94

2010 94 2.61

51.6

2.15

2.38

2.72

2.51

2.6

3.23

2007 25 3.52

84.0

3.22

3.44

3.44

3.63

3.56

3.86

2010 23 3.64

84.7

3.33

3.62

3.47

3.64

3.83

3.97

2007

순위 점수

-

2007

-

2010

-

-

-

주: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07년 LPI 최상위국은 싱가포르(4.19),
2010년은 독일(4.11)이었음. 2007년 각국의 최상위 대비 비율과 2010년 중앙아시아 평균은 필자가
계산. LPI는 1~5 사이의 값임.
자료: IBRD/World Bank(2007); IBRD/World Bank(2010).

EU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러시아보다
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및 미국과 비교해서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는 타지키스탄의 물류서비
스가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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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앙아시아의 2010년 LPI 지수 비교

자료: World Bank(2010).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0: CENTRAL AS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Findings based on the World Bank Report Connecting to
Compete 2010: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그림 5-3. 중앙아시아와 기타 국가들의 물류서비스 편리성 평가

주: 편리성 값은 1~7 사이이며, EU는 베네룩스 3국, 핀란드, 독일의 단순평균값임.
자료: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200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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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 철도ㆍ도로 부문의 교통ㆍ물류서비스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
은 반면 서비스의 질은 그에 부합되지 않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교통ㆍ물류 부문의 경쟁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ㆍ물류 부문
에 잔존해 있는 독점구조는 교통ㆍ물류서비스의 비효율성, 경영관리의 취약성, 교
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대부분의 국
영 도로운송사들이 사유화되었지만 국제물류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매우 낮은 상태
에 있다. 고가의 설비에 대한 필요나 인접국가들을 경유한 통과수송의 곤란 등으로
오히려 대규모 외국 운영업자들이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이란이나 터키 출신의 소
수 대규모 운송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국내 도로운송
시장에서는 영세한 기업들의 혹독한 경쟁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교통서비스 가격
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제운송에 부합되지 않는 낡은 장비들이 대부분이
며, 또한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낮은 편이다.
도로화물운송시장에서는 자국 교통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우즈베키스탄의
국 경우 국내 자동차운송의 약 80%,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도로운송의 50%
는 자국기업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교통장비가 과잉 상태이고 교통물류서비스
시장에서 단순한 서비스가 주도적인 경우에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자국기업의 높은 비중은 국내 교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
러한 현상이 쉽게 극복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자
신의 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교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
렴하고, 더 확실하면서도 유연한 운송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합운송이 제한되고 소량운송을 위한 국제운송가격이 높은 것은 물류인
프라 및 서비스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다량의 화물을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 국제노선으로 운송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물류센터가 부재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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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운송업자들이 이를 억제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작고, 호의적이지 않은
규제환경과 수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물류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고품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나 지식도 부족하다.

나. 철도교통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비교적 철도교통이 발달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이다. 먼저 철도 총연장으로 보면 카자흐스탄 철도가 단연 앞서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철도의 총연장은 1만 5,100km이고, 우즈베키스탄은 4,200km
이다. 그러나 철도 노선밀도(km/1,0002km2)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5.5)은 러시
아(5.0)보다는 우세하나 우즈베키스탄(9.5)과 투르크메니스탄(6.3)보다는 낮은 상
태이다. 영토 규모에 비해 철도의 총연장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이다.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EU-27 국가들
2
의 철도 노선밀도가 2005년 기준으로 51km/1,000km 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

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략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철도운송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전철화율에서도 중앙아시아는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다. 카자흐스탄 철도와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전철화율은 각각 27.5%,
13.9%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역내 철도선진국인 러시아와 EU-27 국가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철도의 경우 총연장 중 1만 547km에 자동폐
색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열차집중제어장치(CTC)가 구비된 노선의 총연장은
8,816km이다.56)

56)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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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철도노선 연장

1)

(연말 기준)

그 중 전철화

연도

영업거리
(천km)

천km

노선밀도
2
총연장 대비 비율(%) (km/1,000km )

카자흐스탄

2008

15.1

4.1

27.5

5.5

키르기스스탄

2008

0.4

-

-

2.1

타지키스탄

2008

0.6

-

-

4.3

투르크메니스탄

2008

3.1

-

-

6.3

우즈베키스탄

2008

4.2

0.6

13.9

9.4

2008

85.6

42.9

50.2

5.0

2005

219,550

49

51

중앙아시아 전체
러시아
EU-27

2)

자료: 1) Транспорт в России(2009), с. 181, 2) Eurostat(2009), Panorama of Transport, p. 16.

1) CIS 국가 - 공용철도
카자흐스탄에서 철도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를 비롯한 CIS 국가들에서 철도의 운송분담은 매우 높다. 광활한 영토에 주로 광
물자원과 같은 중량화물을 운송해야만 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톤ㆍkm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철도는 전체 물동량의
58.1%를 처리했다.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 비중은 76.9%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에서 가히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니다. 중앙아시아의 대외교역에서 철도가 갖는 위상은 가히 절대적이
라고 말할 수 있다. 2003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상품 운송에서 철도는 88~89%를 차지하고, 수입에서는 81~82%를 차지한다.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네 국가를 종합하면 수출운송
에서 철도의 비중은 89%, 수입에서는 8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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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앙아시아와 주요 교역지역과의 교역량 및 운송수단(2003년)

자료: Parkash, Manmohan(2006), Connecting Central Asia: A Road Map for Regional Cooperation,
ADB, p. 7 재인용.

철도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도교통은 해결해야 할 과
제가 산적해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미 철도 부문의 구조개혁
이 진행되고 있고, 타지키스탄도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아
시아에서는 국영철도가 철도운송을 독점하고 있고, 규제자의 역할과 상업적 기능
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화물운송에서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카자흐스
탄의 경우 석탄, 철광, 농산물 등과 같은 제품이 철도화물운송의 약 50%를 차지하
는데, 이에 대한 낮은 요율체계는 지속되고 있다. 어디서나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객수송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철도운송의 성격상 채
산성이 낮은 여객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정부가 보조를
시작했지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구간(약 40%)을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의 손실
을 보전하는 것은 아직도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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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철도운송과 질 높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관차
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객ㆍ화차를 신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카자흐스
탄에서는 해가 갈수록 객차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08
년의 부족분은 315량이며, 2010년 608량, 2011년 720량, 2012년 807량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57) 우즈베키스탄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
는데, 2008년 1월 1일 현재 철도 차량들의 마모 정도를 살펴보면 디젤기관차
76%, 전기기관차 30.8%, 화차 70%, 객차 49.1%에 달한다.58)
중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
로 물류 네트워크가 과거 소비에트의 필요로 건설됨에 따라 현재까지 물류가 러시
아를 향한 남북 방향으로 과도하게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의 운송밀도가 과도하게 남북 방향으로 배치돼 반면에 중앙아
시아 역내 수송이나 기타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국의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이제
는 타국의 국경을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키르기스스
탄 일부에서는 운송비가 상품가격의 50%까지 차지할 정도로 교역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59)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국제철도 네트워크는 크게 네 개의 노선이 작동하고 있는
데, 최근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를 이동하는 드루즈바-알라샨쿠 구간의 물동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간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공됨에 따라 물류의 다변화
가 예상되지만 향후 이 구간을 통과하는 철도의 물동량은 양국 경제의 성장속도와
57) 성원용(2009), p. 71.
58)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ГАЖК(2009).
59)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과 다른 지역 간 이동(타지키스탄 경유), 키르기스스탄의
남부-북부지역 간 이동(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경유), 타지키스탄의 남부-북부지역
간 이동이나 심지어는 타지키스탄 남서부의 인접지역간 이동(우즈베키스탄 경유), 몇몇 카자흐스탄
북부지역간 이동(러시아 경유) 등을 들 수 있다. Parkash(200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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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노선별 운송밀도

자료: ADB(2009), CAREC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Partnership for Prosperity. Mandaluyong
City: ADB, p. 8.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10여년 내에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수출입 물류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로부터 벌크화물을 수입하고,
반면에 주로 경공업제품을 해운이나 도로운송으로 중앙아시아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입 철도물류의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경제권과 세계시장의 주된 연결지점으로서 이란의 반다르-압바스 항
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국제철도
네트워크 중에는 러시아식 광궤(1520mm) 철도로 구축된 투르크메니스탄 철도를
표준궤(1435mm)의 이란 철도와 연결하는 사라흐스역(Sarakhs)이 1996년 개통되
어 이란ㆍ터키항 통과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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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교통
공용도로만을 놓고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 도로의 총연장이 9만
3,600km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으로 4만 3,500km이다. 공용도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포장률을 보면 대다수 국가들의 포장률은 90%에 달한다. 가장
앞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1999년 기준으로 총연장 대비 포장률은 96.5%이
고, 그 다음은 타지키스탄(92%), 키르기스스탄(90.5%), 카자흐스탄(89.9%), 투르
크메니스탄(8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장률을 도로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로 이해한다면, 도로밀도는
개별 국가들에서 도로망의 발달 정도를 표현해준다. 카자흐스탄의 도로 총연장이
가장 길지만 도로밀도는 30.9(km/1,000km2)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1/3 수
준에 불과한데, 이는 광활한 영토에 비해 도로망이 발전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
하는 것이다. 도로밀도의 지역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카자
흐스탄의 지역별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북카자흐스탄주의 경우에는 도로밀도가 72
이지만 악토베주는 17.2, 아티라우주는 18.8, 키질오르다주는 12.0, 망기스타우주는
13.3으로 북카자흐스탄주의 16.7~26.1%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다.60) 이는 무엇보다도 물류의 중심축인 러시아와 근접한 지역의 도로는 발달한 반
면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계하는 역내 도로망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과거 장거리수송은 대부분 철도를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
로교통은 낙후된 운송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EU 국가인 독일
1,805(2004년), 이탈리아 2,219(2002년), 네덜란드 3,232(2005년), 영국 1,700(2005년),
핀란드 956.7(2003년) 등 일부 선진 국가들의 도로밀도와 비교하면 중앙아시아 국
가들 중 가장 발달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략 20~30배의 차이가 나
60)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0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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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1)
ADB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대다수 도로운송은 1만 9,600km에 달하는
기간도로망에 의해 국제물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도로는 100km/h의 속도로
1일 평균 1,000~3,000대의 차량운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의 도로상태만으로도 여유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기간도로망 중
56%는 1일 통행량이 1,000대 미만이며, 20%만이 3,000대를 넘어서고 있다. 주요
지역 도로망에서 1일 평균 통행량은 약 1,700대에 달한다. 트럭킹 차량의 통행도
전체 도로운송 실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로 여름에
남부에서 북부로 운송되는 농산물 때문에 통행의 계절적인 변화가 심하다는 점
이다.
표 5-5. 도로노선연장

1)

그중 포장도로

(연말 기준)

도로밀도(km/1,000㎢)

연도

총연장
(천km)

천km

총연장 대비
비율(%)

전체

그중 포장도로

2008

93.6

84.1

89.9

34.4

30.9

키르기스스탄

1991

18.9

17.1

90.5

94.5

-

타지키스탄

2000

13.6

12.5

92.0

95.2

87.6

투르크메니스탄

1996

13.6

12.1

89.0

27.7

24.8

우즈베키스탄

1999

43.5

42.0

96.5

97.2

93.9

2008

754.5

629.4

83.4

44.1

36.8

2005

4225.9

61.5

1.5

-

14

카자흐스탄
2)

중앙아시아 전체
러시아
EU-27

3)

주: CIS와 러시아는 공용도로. EU-27의 포장도로와 도로밀도는 motorway 통계임.
자료: 1) Транспорт в России 2009. с. 182, /// 2)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мира(2008), с. 251,
3) Eurostat(2009), Panorama of Transport, p. 16.

61)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мира(2008), с.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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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중앙아시아에서 도로운송은 점차 유럽 및 중국발 수입화물의 운송
이 증대함에 따라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딜러들
에 의해 이란의 반다르-압바스 항구를 통한 수입화물이 증대하면서 매달 300~600
대의 트럭킹 차량이 이란 국경을 통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도로상태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주
요 도로는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우즈베키스탄의 도로는 상대적으로 다
른 국가들보다 양호한 상태지만 자주 도로포장 상태가 악화되어 복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태가 초래된 것은 기준 초과의 과적운송, 그리고 자금 부족으
로 도로 유지ㆍ보수 작업이 장기간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도로상황은 교통량과 안전성 기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
태이며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도로건설의 기술적 수준
을 높이고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카자흐스탄 도
그림 5-5. 중앙아시아 도로네트워크의 노선별 운송밀도

자료: ADB(2009), CAREC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Partnership for Prosperity. Mandaluyong
City: ADB,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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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건설 및 보수는 축하중이 13톤 이상 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모든 국제운송
로는 2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수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9일
자 정부령에 의해 2006~12년간 도로산업발전 프로그램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총 4만 2,000km의 공용도로를 보수할 계
획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보수계획에 따라 2012년이면 국가도로망의 약 86%와 지
방도로망의 약 70%의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에 대한 투자의 증대
가 주목되는데, 최근 7년간 지방도로망을 포함하여 도로산업에 투자된 자금은
4,200억 달러에 달한다. 2001년 245억 텡게에 불과했던 도로투자는 2007년 1,343억
텡게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약 9만 3,000km의 공용도로 가운데 2만 2,000km
의 도로가 재건 또는 보수되었다.62)
역내 도로운송은 주로 세 개 이상의 축을 가진 중량트럭이 서비스를 담당하며,
지역간 운송에서는 대부분 CIS의 Kamaz나 Maz사 다축 트럭에 의해 물류수송이
이루어지는데, 유럽의 기술표준을 충족시키는 차량이나 장비를 보유한 운송업자들
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혹독한 경쟁환경하에서 외국의 운송업자들은 자신들
이 보유한 비교우위63)를 통해 지역간 운송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더 키워가고 있
다. 사유화의 결과 소규모 민간 운송회사와 운송업자들이 출현하여 국제운송에 참
여하고는 있지만 외국운송업체와의 혹독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국제도로운송에 대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운송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차령은
10년 미만에 해당한다.64) 근래 도로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은 도로건설 및 유
지ㆍ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민자건설 등의 방식을 적극 도입하
62)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p. 7.
63) 여기에는 트럭킹 경험과 노하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과 장비, 수입화물 처리에서 화주에의
편리한 접근성 등을 들 수 있다.
64) Parkash(200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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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5일자로 수정된 양허법65)에 따라 도
로건설과 관련된 장벽들이 제거되고, 도로건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개선하면서 양
허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건설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 항공교통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66개의 항공사가 활동하고 있다. 총 41개의 항공사가 여
객과 화물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7개가 정규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총 22개의 공항이 있다. 이들 중 15개가 국제공항이며, 그중에
서 IKAO 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항은 9개이다. 카자흐스탄의 민간항공기는 729대
이며, 이 중 620대가 일반항공기이고 헬리콥터는 109대이다. 현재 Air Astana,
SCAT 등의 항공사가 15개 국가에 운항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는 19개국의
28개 항공사가 정기여객운항을 하고 있다. 국내노선에는 총 40개의 정기항로가 개
설되어 있다. ‘국내항공운송보조’ 예산프로그램(2008년 6억 6,700만 텡게)에 따라
아스타나와 타라즈, 제즈카즈간,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세메이, 코스타나이, 탈디코
르간, 파블로다르를 각각 연결하는 노선과 카라간다-우스찌-카메노고르스크, 카라
간다-크질로르다 구간을 운행하는 두 개의 주간 운항 노선이 취항하게 되었다. 그
리고 2007년 6월부터는 동카자흐스탄주에 첫 번째로 주 내부의 보조금지원 항로
가 개통되었다.
항공운송이 카자흐스탄의 화물운송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톤ㆍkm 기준으로 볼
때 0.02%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며 물동량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매년 등락
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여객운송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5)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во
просам концессии»(5 июля 2008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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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54억 9,500만 인ㆍkm
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6. 카자흐스탄 항공운송실적
단위
화물
여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4,213

18,247

2,0667

16,530

2,5712

22,708

천 톤ㆍkm

92,883.5

66,921.6

96,662.8

69,910.9

88,148.7

69,340.1

천명

1,275.2

1,313.8

1,679.1

1,949.4

2,745.4

2,807.7

백만 인ㆍkm

2,654.1

2,638.4

3,265.4

3,787.2

5,456.8

5,495.0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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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항공여객운송 실적은 급속한 성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항공사들이
신종 대형 항공기로 기종을 교체하는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2007년 Air Astana
사는 보잉 767/300 두 대, 에어버스 320 두 대, 에어버스 321 두 대를 운용리스로
획득하여 총 1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에어버스-319 한 대,
에어버스-320 두 대를 추가로 운용리스로 획득했다. 또한 SCAT사는 보잉 767/500
두 대를 운용리스로 획득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23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
었다. 2009년에는 노후화된 Ан-24, Як-40 기종의 교체를 위해 CIS권에서 보다 현
대적인 항공기를 취득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항공운항서비스는 Казаэронав
игация 공사가 맡고 있다. 현재 운항체계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설비 현대화에 총 60억 텡게가 투자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이중내륙국가(double landlocked country)의 처지에
있어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항공교통의 발전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66) 그러
나 아직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물류체계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66) 이하의 내용은 윤성학 외(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pp. 118~119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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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항공운송이 국제화물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 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전천
후 공항으로 인정받았으며, 몇몇 항공사들이 유럽과 아시아 간 장거리 대륙횡단운
항의 중간 기착지로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물류 발전의 관점에서
아직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수출입 물동량 중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또한 항공연료도 비싸다는 점은 우즈베키스탄이 국제
항공 허브로 도약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바다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에는 항공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제안으로 나보이 국제공항 프로젝트
가 대한항공에 의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나보이에 공항을 중심으로 철
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제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유산업경
제구역(FIEZ)과 그 배후도시까지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항공물류 허브로 발돋
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67)

3. 통신인프라
가. 현황
최근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흥국은 높은 회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유선통신망보다는 망설계와 장비ㆍ설비 구축이 용이한 무선통신망을 선
6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성학 외(2009)의 글 중 제6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
탄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협력 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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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다. 신흥국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05년 23%에서 2009년 5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무선 브로드밴드의 보급률(9.5%)도 유선(7.1%)을 추월했다. 중
앙아시아와 같이 국토가 광활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이러한 현상은 신흥국 인프라시장을 향한 민간자본의 투자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97~2008년간 지역별 신흥시장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경향을 비
교해보면 동유럽ㆍ중앙아시아는 1997년 9%에서 2008년 30%로 증대되었으며, 이
러한 민간투자를 4대 인프라별로 그 비중을 비교해보면 아프리카권 국가와 비슷하
게 통신분야에서 민간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의 통신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
벌기업들이 중앙아시아 통신사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적극적인 민간자본 진출로 통신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반
영한다. 예를 들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신망 현대화, IT 공단 건설 등에 주
력하면서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무선
통신기기와 인터넷을 포함한 IT 분야 및 현지 IT 공단으로의 투자 진출 또한 유망
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도 아직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최근 초
고속인터넷을 비롯, 이동통신 사업용 전용회선과 기업들의 유선전화 수요가 급증
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
입자는 1,500만 명에 이르며, 관련 이동통신기기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인터
넷 이용도 점점 일반화되고 있어 관련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무선인터넷 분야에
서 한국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68)

68)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KT가 진출해 와이브로를 상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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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지역별 4대 인프라 민간참여 투자 비중
(단위: %)

구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전력

31.4

31.7

28.9

23.0

13.0

7.4

통신

29.1

48.3

60.4

50.5

71.3

75.9

운송

29.6

19.7

9.1

24.1

11.9

16.4

물

9.8

0.3

1.6

2.4

3.8

0.2

주: 2004~08년 누적투자액 기준.
자료: World Bank, PPI Project DB; 삼성경제연구소(2010), ｢새로운 성장동력: 신흥국 인프라시장｣;
CEO Information, 2010. 3. 17(제747호) 재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신인프라 환경을 검토해보자.
통신인프라의 발전 수준은 호의적인 투자환경에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현대 기
업들이 글로벌 경제체제 및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
기도 하다.
중앙아시아의 통신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IT
산업 발전 및 전자정부(e-government) 등 정보화 정책에 따라 통신망을 현대화하
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2009~10년 경쟁력 지수 평가 자료에 따르
면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구성 요소로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 수를 평
가한 결과 카자흐스탄(22.0: 60위), 키르기스스탄(9.1: 92위), 타지키스탄(5.0: 100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신인프라 발전 정도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중하위 그
룹에 속했다.69) 또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접근성, 이용 및 활용능력에
69) 참고로 한국은 44.1로 23위, 러시아는 31.0으로 40위를 차지했다. World Economic Forum
(2009),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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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총 11개의 범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수화한 ICT 발전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전년보다 한두 계단씩 순위가 상승한 반면 키르
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은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여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IDI는 2.25~3.47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7.68을
기록한 한국의 절반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S권역에서 가장 빠르게
IT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비교하더라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많이 뒤처져
있다.
표 5-8. ICT 발전 지수(IDI) 및 세부지표
2008년

국가명

2007년

ICT 접근성 지표

백명당 백명당 인터넷이용자 컴퓨터 인터넷 접속 백명당
유선전화 이동전화 대비 국제인터넷 보유 가구 가능 가구 인터넷
순위 IDI 순위 IDI 회선 수 가입건수 대역폭(Bit/s)
비율
비율
이용자

ICT 이용 지표
백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백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스웨덴

1 7.85 1 7.27 57.8 60.1 118.3 111.1 109,928 62,174 87.1 83.0 84.4 78.5 87.8 80.0 41.2 30.4 35.5 24.7

한국

3 7.68 2 7.23 44.3 46.7 94.7 90.7 5,975 1,374 80.9 80.5 94.3 94.1 76.5 75.5 32.1 30.7 70.7 48.8

러시아

48 4.54 46 4.13 31.8 31.2 141.1 120.6 4,712 2,325 40.0 35.0 30.0 25.0 32.0 24.7 6.6 3.5 0.6 0.0

카자흐스탄

69 3.47 70 3.17 22.3 21.0 96.1 80.0 6,444 3,226 18.4 15.6 17.0 13.9 11.0 4.0 4.3 1.8 0.0 0.0

키르기스스탄

99 2.65 96 2.52 9.1 9.0 62.7 40.6 702

796 2.5 2.1 2.0 1.8 15.7 14.0 0.1 0.1 0.0 0.0

투르크메니스탄 108 2.38 106 2.27 9.5 9.2 22.5 7.7 3,414 3,414 7.0 5.0 4.0 2.0 1.5 1.4 0.1 0.1 0.0 0.0
우즈베키스탄 110 2.25 113 2.06 6.8 7.0 46.8 20.9 334

180 3.2 3.0 0.9 0.8 9.1 7.5 0.2 0.1 0.5 0.0

111 2.25 109 2.11 4.2 4.4 53.7 31.7 516

516 2.0 1.7 0.1 0.1 8.8 7.2 0.1 0.1 0.7 0.3

타지키스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10),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Geneva: ITU,
p. 10, pp.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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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신관련 지표 비교
유선
국가명

이동통신

인터넷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보급률
(천 명)
(%)

가입자 수
(천 명)

보급률 가입자 수 보급률 가입자 수 보급률
(%)
(천 명)
(%)
(천 명)
(%)

카자흐스탄

3,762.90

24.06

14,995.30

95.90

1,801.20

11.52

1,367.80

8.75

우즈베키스탄

1,856.60

6.75

16,417.90

59.73

2,737.30

9.96

88.7

0.32

키르기스스탄

498.3

9.09

4,487.10

81.85

47.2

0.86

5.2

0.10

타지키스탄

290.0

4.17

4,900.00

70.48

n/a

n/a

3.7

0.05

투르크메니스탄

478.0

9.35

1,500.00

29.35

n/a

n/a

2.7

0.05

한국

19,289.20

39.91

47,944.20

99.20

16,348.60

33.82

16,348.60

33.82

프랑스

35,500.00

56.94

59,543.00

95.51

20,338.00

32.62

19,398.00

31.12

독일

48,700.00

59.27

105,000.00 127.79 20,000.00

24.27

25,000.00

30.43

이탈리아

21,300.00

35.58

90,613.00

151.35 20,500.00

34.39

11,800.00

19.71

영국

33,614.50

54.60

80,375.40

130.55 19,380.00

31.65

18,354.00

29.81

자료: ITU(2009).

통신인프라의 경우에는 단순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보다는 통신서비스의
질과 요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중앙
아시아 기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서비스 요금이 매우 높기 때
문에 통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과 EBRD가 공동으로 1999년부터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행기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BEEPS(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에 따르면, 통신부문에 대한 문제의 인식 수준은
[표 5-10]과 같다. 2008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통신이 비즈니
스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답한 응답이 각각 16.4%와 11.5%였다. 이는 ECA 국
가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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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기업활동에서 통신서비스의 문제
(단위: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전체

러시아

ECA 평균

80

Minor
obstacle
13

Moderate
obstacle
5

Major
obstacle
3

Very severe
obstacle
-

2005

79

14

4

2

-

2008

35.7

14.1

13.6

20.3

16.4

2002

66

18

12

4

-

연도

No obstacle

2002

2005

85

9

3

2

-

2008

39.6

14.7

14.9

19.3

11.5

2002

46

35

15

4

-

2005

65

27

5

4

-

2008

58.3

9.7

9.1

13.9

9.0

2002

-

-

-

-

-

2005

-

-

-

-

-

2008

-

-

-

-

-

2002

75

10

9

6

-

2005

81

12

4

3

-

2008

57.6

16.7

16.8

4.3

4.5

2002

71

17

8

4

-

2005

78

13

6

2

-

2008

36.0

14.5

17.3

18.9

13.3

2002

68

19

8

5

-

2005

72

16

8

4

-

2008

51.2

15.7

14.3

10.5

8.4

2002
2005
2008

자료: The World Bank BEEPS(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 Data
Portal, http://beeps.progno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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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선통신
일국의 통신인프라 발전을 가늠하는 1차적인 요소는 유선전화 보급률이다. 100명
당 유선전화 회선 수로 표현되는 유선전화 보급률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
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IS 전체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2003년
에는 21%였고, 2008년에는 26%로 증가하였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감소하는 반면에, CIS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꾸준히 증
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10%
미만에 머물러 있고, 역내 가장 상위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만 20%를 조금
넘어섰지만, 이는 아직도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5-6. 권역별 유선전화 보급률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4.

중앙아시아에서는 회선의 디지털화(digitization)도 진행되고 있다.70) 물론 향후
에도 유선전화 보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많은 농촌인구가 광활한
70) 2008년 기준으로 유선전화 회선의 디지털화(digitization) 비율은 타지키스탄(93.8%), 우즈베키
스탄(88.9%), 카자흐스탄(86.4%), 키르기스스탄(67.8%), 투르크메니스탄(65.6%, 2007년) 순
이었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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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유선전화망 확대에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한
통신문화가 이동통신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 이유로 유선전화 보급 성장 속도
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개발은 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앞으로는 이
동전화가 중심 통신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유선통신 인프라 구축이 매우
난해해 유선통신 가입자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2009년 기준으
로 유선전화 보급률은 24.06%이고, 2012년까지 지방도시의 보급률을 16%까지 높
일 전망이다. 2008년 기준으로 유선 네트워크의 86.4%가 디지털화되었으며, 향후
디지털화를 9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전화 시장은 국영 통신사업자인
Kazaktelecom이 독점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민영화를 거쳐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
다.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러시아 통신회사인 Transtelecom과
Kaztranscom, ARNA, Astel 등의 경쟁체제에 있다.
표 5-11. CIS 국가들의 유선전화 디지털화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4.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83

Kazakhtelecom 이외의 일부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유선통신 시장에 진출했으
나 점유율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ARNA(DUCAT)는 Kazakhtelecom의 자유화
조치로 2005년 4월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유선전화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2008년 유선통신 가입자는 약 185만 명이며, 보급률은 6.75%
이다. 유선통신 보급률은 약 7%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통신망 현대화 등
통신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국영통신사업자인 Uzbektelecom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
하고 있으며, 그 외에 Eastelecom, Buzton 등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
Uzbektelecom은 2000년 국제전화 사업자 Khalkaro Telekom과 시내전화 사업자
Makhallii Telekom의 합병으로 탄생한 국영통신사업자이다. Uzbektelecom은 유
무선 전 분야에 걸친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통신사업자로, 국내전화 서비스의 98%,
국제전화 서비스의 96%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CDMA 무선통신, 위성 TV, 라
디오 방송,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zbektelecom은 해외 기업들
(Uzbektelecom International, Buzton, Chirkom, Perfectum Mobile East
Telecom 등)과 다양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달러를 지원받아 통신망 현대화 작업 및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Huawei Technologies와 ZTE Corporation사는 2009~10년에 거
쳐 1,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Huawei Technologies사는 700만 달러를 투
자하여 70개의 새로운 기지국을 건설 중이며, ZTE Corporation사는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국 72개 전화국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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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선통신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중아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큰 국토를 가지고 있고, 동시
에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으며 몇몇 일부 대도시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
무선통신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무선통신 사
업이 놀라운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3~08년간 CIS권에서 무선통신은 무려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것은 세계 전체 성장률의 두 배를 앞지르는 수치이다.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로 표현되는 무선통신 보급률은 CIS에서 이미 2008년
미주, 아태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앞질렀으며, 유럽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
한 무선통신의 급속한 신장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보급률에서 가장 앞서 2009년 상반기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카자흐스탄에서 1996년부터 도입된 무선통신 서비스는
2000년부터 가입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이후 5년 동안 가입자가 약 20배나 급증
그림 5-7. 권역별 무선통신 가입자 증가율(2003~08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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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무선통신 보급률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7.

그림 5-9. 지역별 무선통신 보급률 변화 추이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8.

하는 성장세를 이어갔고, 2013년이면 1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71) 반면에
무선통신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2008년 기준 보급률이
71)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0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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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3~08년간 가장 급속한 속도로 무선통신이 증가한
국가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58.5%였으며, 그 다음은 타지키
스탄으로 135.2%, 3위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6.5%였다. 인구대
비 이동전화 가입자 비율을 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93%, 81%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4.3%와 13.7%에 불과
하다. 이들 국가에서 향후 무선통신사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투자 확대를 불러와 무
선통신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2. CIS 무선통신 현황
이동전화 가입자

국가명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CIS

천명

2003

2008

114
1057
1118
711
1331
138
476
36135
48
9
6498
321
47957

3,077
6,548
8,128
2,755
14,911
3,394
2,423
199,522
3,674
1,135
55,694
12,734
313,995

연평균
성장률
(%)

2003
~08
93.2
44
48.7
31.1
62.1
89.7
38.5
40.7
138.5
162
53.7
108.8
45.6

백 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건

2003 2008
3.7 100
12.7 75
11.3 84
15.6 64
8.9 96.1
2.7 62.7
12.2 66.7
25 141.1
0.8 53.7
0.2 22.5
13.6 121.1
1.3 46.8
17.2 113.4

이동전화 가입자

무선 광대역
가입건수

전체
인구
전화
연평균 선불
대비
가입자
성장률 가입자
천건
비율
대비
(%) (%)
(%)
비율(%)
2003
2008 2007 2008 2003 2008
~08
93 84.4 87.8 83.1
42.6 97
99
83.3
49.4
98.6 68.6
32.7
95.9 81.7
- 409.3
61 76.5 81
81.4
87.5 79.2 24.3 87.3
40.4 79.1 98
68.5
- 188.5
41.4 69.7 95
81.6
- 847.8
135.2 92.8
- 50.5
158.4 13.7 70.4
54.8 93.2 100 80.9
- 844.9
106.5 54.9 93
87.3
- 123.8
45.8 75.1 93
81.4
- 2464.8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pp. 58-59.

백
명당
가입
건수

2008
9.5
5.2
0.6
0.7
1.8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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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전송방식에서는 유럽식 표준형인 GSM 방식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CDMA 방식을 채택한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
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KaRTel과 GSM Kazakhstan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
을 점유하고 있다. 2008년까지 GSM Kazakhstan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었으나
KaRTel(Kazakhstan Rumeli Telecom)의 시장점유율이 36~43% 이상까지 증가하
면서 무선통신시장이 2개사로 양분되었다. 제2 무선통신사업자인 KaRTel은 2004년
러시아 무선통신사업자인 VimpelCom에 인수되어 ‘Beeline’ 브랜드를 통해 러시
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무선통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CDMA 방식을 채택한 Altel은 GSM 사업자들과 경쟁
하고 있으며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무선통신시장은
러시아 통신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1992년 무선통신 서비스(DAMPS방식)가
시작되어 5개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는 Uzdunrobita (MTS),
Unitel(Beeline), Coscom(Ucell) 3개사로, 이들이 전체 무선통신 시장의 98%를 점
유하고 있으며, Perfectum Mobile과 Uzbektelecom Mobile이 2% 미만의 점유율
을 보이고 있다.
표 5-13. 카자흐스탄의 주요 무선통신 사업자 현황(2009년 상반기)
사업자

브랜드명

GSM Kazakhstan

K-CELL, Active

KaRTel
ALTEL
Mobile Telecom
Service

K-Mobile, Beeline,
Excess
Dalacom,
Pathword, City
NEO

기술방식
GSM/GPRS,
EDGE

가입자 수(만 명)

점유율(%)

700

44.6

GSM

680

43.3

CDMA

93

6

GSM,
GPRS,
EDGE

96

6

자료: KOTR(2010), 2010년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중동ㆍ아프리카ㆍCIS. KOTRA, 2010,
www.news.kkb.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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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 및 광대역(Broadband)
CIS권의 인터넷 이용자는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과 함
께 인터넷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통신기반시설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보급률도 급격히 성승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CIS권의 인터넷 이용자는 7,030만 명으로 세계 전체의 4%를 차지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변동 추이만을 놓고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3~08년간 이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는 무려 5,000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림 5-10. 인터넷 이용자의 지역간 비율(2008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11.

사실상 CIS권에서 인터넷 증가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다.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서비스는 조금 뒤늦게 출발한 편이
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1996년 4월 처음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통신기반시설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보급률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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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경우에는 1996년 인터넷 이용자가 1,000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24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 접속의 70% 가까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루
어지며, 인터넷 이용자의 70% 이상이 수도인 타쉬켄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우
즈베키스탄은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정부기관인 UzPak을 통해 국가 내
인턴넷 공급업체와 인터넷 이용자를 감시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는 독립 웹사이트의 대부분을 차단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
적인 숫자로만 본다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CIS의 중위권에 속해 있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그림 5-11. CIS 권의 인터넷 사용자 수(2003~08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12.

인터넷 보급률을 검토하면 상황은 조금 더 열악하다. 2008년 CIS권의 인터넷
보급률은 24.8%로 세계 전체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 중 거의 모든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인터넷 보급률이 25%를 초과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국가에 불과하고, 20~25%대의 그룹에는 아제르바이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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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야,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위치해 있으며, 15~20%대의 그룹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최하위 그룹인 15% 이하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
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위치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광대역 인터넷 환경은 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2003년 35만 명에 달하던 유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는 2008년 1,22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세계 전체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의 3%에 달한다. 이처럼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
지만, 보급률 면에서 보면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으로 세계 전체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6.0%이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23.2%에
달하지만, CIS권은 아직 4.6%에 불과하다. 세계의 인터넷 환경이 광대역으로 급격
하게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특히 무선 광대역 보급률의 지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무선 광대역 서비스에서 이 지역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8년 기준으
로 보급률은 0.9%에 불과하다.
그림 5-12. CIS 권의 인터넷 보급률(2008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13.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91

그림 5-13. 권역별 무선 광대역 보급률 변화 추이(2003~08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14.

유선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비교적 낮고 유선망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CIS
권 국가들은 무선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사실상 CIS권 국가들의 2/3는 IMT-2000/3G 네트워크에 착수했다. 2008년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무선 광대역 보급률에서 가장 앞선 타지키스탄은 5개의
무선 이동통신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미 2006년부터 3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주요 도시 중심지나 두샨베 등 수도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말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GSM 사업자는 3G 무선 광대역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세 개의 무선이동통신 사업자인 GSM
Kazakhstan, Kar-Tel, Mobile Telecom Service 모두 무선 광대역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도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스나타와 알마티 등
일부 지역에서 3G를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가 군사용으로 할당되어 있어 이
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데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72)
72)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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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CIS 의 무선 광대역 보급률(2008년)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p. 20.

4. 전력인프라
가. 카자흐스탄 전력
카자흐스탄 전력산업은 제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반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는 중추기반산업이다. 1996년부터 전력산업을 개편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구소련 연방과는 독립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전력산업 중에서 발전부문은 1996~97년 사이에 민영화를 이미 추진
했으며, 송배전 산업은 국영기업인 KEGOC JSC가 대부분을 관리ㆍ운영하고 있
다. 110KW 이하의 송전망은 지역별 전기 송배전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카자흐
스탄은 전력산업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3년부터 전년과 비교해
34% 증가한 637억 KW/hrs의 전력이 생산되었으며, 소비는 23% 증가해 621억
KW/hrs를 기록함으로써 한때 전기 수출국가의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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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총전력선은 46만㎞이며, 최초의 국제 전력선인 시베리아-카자흐
스탄-우랄 전력선(1,900㎞)이 설치돼 카자흐스탄 남북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전
력선 중에서 배전선 길이는 33만 7,600㎞로서 6~10㎸용 2만 400㎞, 35㎸용 6만
2,000㎞, 110㎸용 4만 4,500㎞, 220㎸용 2만 200㎞, 500㎸ 이상 6,900㎞ 등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력발전소 54개, 수력발전소 5개, 열복합발전소 11개와 계
획 중인 원자력발전소 1개 등 총 71개의 발전소에서 총 17G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Ekibastuz, Maikuben, Turgai 및 Karaganda 지역에 있는 37개
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이리티시강
에 있는 Bukhtarma 및 Ust-Kamenogorsk 수력발전소, 일리강에 있는 Kapchagai
수력발전소 3개에서 카자흐스탄 전력생산의 10% 정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밖
에도 Shevchenko로 알려진 Aktau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5-14. 2007년 카자흐스탄 전기 생산 비율

(단위: %)

화력(석탄)

수력

화력(가스)

화력(석유)

70

14.6

10.6

4.8

생산비율

자료: KEGOC(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

표 5-15. 2007년 카자흐스탄 전기 소비 비율

소비비율

(단위: %)

제조업

가정

서비스업

수송산업

농업

기타

68.7

9.3

8

5.6

1.2

7.2

자료: KEGOC(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

2003년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자 전력분야의 인프라 미흡 및 설비 낙후
로 전력난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2004년부터 총전력생산량은 668억
KW/hrs인 데 비해 총전력소비량은 648억 KW/hrs에 달해 이전 전기 수출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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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전력 부족국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송배전망의 낙후가 심해 2만
5,000㎞당 전기 손실률이 21.5%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부 소재 발
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남부지역으로 송전될 때 송전망 낙후로 인한 전기 손실이
극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전력설비의 대부분은 구소련 시절 설치된 것으로서
가스터빈 94%, 증기터빈 57%, 보일러플랜트 33% 등이 20년 이상 사용돼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실상 카자흐스탄 전력 수급의 불균형은 노후된 생산설비(발
전소, 송전망, 열 공급시스템 등)에서 비롯된다. 발전소 설비는 약 70%가 노후화
되었으며, 2010년이면 열병합발전소 설비의 90%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발전소 설비 현대화 및 보수, 발전용량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다. 송전망의 노후화는 대략 65% 수준에 이른다.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 전력 송
전 시 손실 전력량이 약 2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한편, 열 공급시스템
의 파이프라인 및 설비의 노후화는 약 80% 수준이며, 공급 시 열 손실은 약 26%에
달한다.
표 5-16. 전력ㆍ열 설비의 노후화율

(단위: %)

설비명

발전설비

송전망

열 공급망

노후화율

70

65

80

자료: KEGOC(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

2007년 카자흐스탄의 전력 소비량은 2000년 대비 148.4% 증가하였으며, 연평
균 6.8%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및 2015년에는 전력소비량이 각
각 780억 KW/hrs 및 910억 KW/hrs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소 전기생산량이 각각 804억 KW/hrs 및 941억 KW/hrs 등은 돼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전력산업 현대화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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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2000년대 전력수급 및 수출입 현황

(단위: 억 kWh)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산(A)

516

554

583

639

669

678

717

763

소비(B)

544

574

587

624

648

684

719

764

(A-B)

-28

-20

-4

15

21

-6

-2

-1

수 출

0

17

20

50

73

40

38

33

수 입
발전능력
(GW)

28

37

24

35

52

46

40

34

17.5

17.5

17.4

17.3

17.2

16.9

17.1

17.2

구

분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표 5-18. 전력수급 전망

(단위: 억 kWh)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전력 생산량

763

820

840

847

1,272

전력 소비량

764

820

860

903

1,245

자료: KEGOC(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

카자흐스탄의 전력소비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07년 대비 163%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초과소비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 및 공급시스템은 서카자흐스탄, 악쮸빈, 북
부 및 남부 카자흐스탄 등 네 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서카자흐스탄 지역은 서카자흐스탄, 아트라우, 만기스타우주를 포함하는데, 400만
㎿h가 부족하고 부족한 전력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다. 가격은
1㎾h당 4.8센트이다. 다음 악추빈 지역은 서카자흐스탄 지역과 함께 전력부족 지
역이다. 북카자흐스탄-악추빈주 간 송전선을 건설 중인데, 향후 완공된다면 전력의
대러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전력 요금을 하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북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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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카자흐스탄 통합 송전망(220-500-1,150㎸)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2007년 전력 생산량은 579억㎾h, 소
비량은 497억㎾h였다. 초과공급 전력은 통합 송전망을 통해 남카자흐스탄 지역과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단, 송전망의 노후화로 인해 전력 손실이 높다. 남
부지역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남 간 송전선 복선화 및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한편 남카자흐스탄 지역은 전력부족 지역이다. 전력 필요량은 3,150㎿이
나 자체 생산능력은 2,165㎿로 730㎿가 부족하다. 부족한 전력은 북카자흐스탄에
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에도 불구하고 255㎿가 부족하다. 가장 전력난이
심각한 주는 크질오르딘주이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 북-남 간 송
전선 건설이 완공되면 620㎿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하여 수력발전소의 발
전 용량을 증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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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남카자흐스탄 지역 전력수급 현황(2007년)
구분

(단위: MWh)

전력

전력 소비량

3,150

남카자흐스탄 전력 생산량

2,165
985

부족량
전 체
수입량

중앙아시아
북카자흐스탄
전체 부족량

730
0
730
255

자료: 카자흐스탄 전력ㆍ광물자원부(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и минер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카자흐스탄은 1996년부터 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중
앙아시아 국가 중 전력산업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됐고, 경쟁적인 시장이 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 발전 분야에는 1996~97년 기간에 90% 이상을 민영화했
다. 미국계 AES사에 총전력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나라 최대 발전소인
AES Ekibastuz 화력발전소를 매각한 바 있고, 4개의 열복합발전소도 이 회사에
매각했으며, 2개의 수력발전소에 대해 3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1997년에 설립된 국영 송배전회사인 KEGOC JSC는 카자흐스탄 송배전
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적인 송배전망 운영과 전력생산 총괄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전력 도매시장은 지역별 21개의 송배전회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8개
의 사기업, 4개의 지방정부 소유기업, 4개의 외국계 사기업, 5개의 발전회사 산하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료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전기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요금은 ㎾h당 2~4센트
(US)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전기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렴한
요금은 전력소비량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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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2009년부터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
인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도 기존 발전소 개선, 발전소 추가 설립 및 송배전망 개
선ㆍ확충 등 전력산업 현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
지 발표된 정부의 전력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2015년까지 105억 달러를 투자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Ekibastuz GRES-1 및 Aksu
GRES 시설 현대화, Zhambyl GRES 전력생산능력 확충, Karaganda GRES-1 건
설 및 열복합발전소의 터빈 보강 등이 있다.
표 5-20. 2007년 전기료 현황
국 가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 키
체 코
스위스

산업용 전기
2.0~4.0
4.1
2.01
0.9
3.0~5.0
10.9
10.5
12.2
9.1
17.4
7.3
9.8
10.0
9.4
8.0

가정용 전기
2.0~4.0
4.8
1.61
0.45
2.0~4.0
17.4
14.4
19.9
16.5
19.8
13.2
15.5
11.1
12.2
13.2

자료: 카자흐스탄 전력ㆍ광물자원부(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и минер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2007년 9월 28일에는 카자흐스탄 국영지주회사인 삼룩이 20억 달러를 들여
2015년까지 1,3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등 카자흐스탄 정부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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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달러를 발전소 증설 등 전력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에 투입함으로써 2015년경
에는 현재의 전력생산량보다 무려 2/3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우즈베키스탄 전력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통합전력시스템(CAPS)73)의 50% 이상 설비를 보
유하여 중앙아시아 최대 전력 생산국이며 순수출국이다. 전력 생산능력은 1만
2,300 MW이나 발전, 송전 및 배전 시스템 설비는 대체로 낙후된 상태로 아주 비
효율적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설비 개보수가 시급
하나 우즈베키스탄에는 일부 스위치보드를 제외하고는 발전 및 송전설비 생산시설
이 전무한 상태이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의 에너지 분야 발전능력 개발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전력 수요 증가 및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설비 개보수 계획을
입안했다. 2010년까지 전력 설비를 15% 확대하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으로
국제적인 전력 설비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최대 전력 생산자이기는 하지만, 현 수준의 성
장을 계속한다면 2010년이면 전력 부족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
전력 설비능력은 11개 화력발전소 1만 600MW, 28개 수력발전소 1,700MW 등
총 39개 발전소, 1만 2,300MW이며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화력발전의 연료 구성은 가스 85%, 중유 10%, 석탄 5% 수준이며,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는 Sydrarya(3,000MW), Tashkent(1,860MW), Navoi(1,250MW)
등이다. 석탄 발전소로는 타쉬켄트 근처 Angren 광산 지역의 2개 발전소로 New

73) United Central Asia Power System: 우즈벡,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및 카자흐 남부 지역 전
력망.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이 시스템에 속했으나 현재는 이란 전력시스템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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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en 발전소(2,100MW)가 최대 규모이나 평소에는 중유와 가스를 사용하다 겨
울철에만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수력발전소는 Charvak
Hydroelectric Station(600MW)이다.
표 5-21. 우즈벡 발전설비 현황
구 분

개수

시설용량

비고

화력발전

11

10,600MW

가스 85%, 중유 10%, 석탄 5%

수력발전

28

1,700MW

계

39

12,300MW

2005년 국가 전체 발전량은 475억 8,000만 kwh로 2004년 대비 4.2% 감소하
였으며, 2006년 11월 말 까지 발전량은 445억 8,500만 kwh이다. 이 중 주요 구성
별로 살펴보면, 화력발전은 387억 7,500만 kwh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하고, 수
력발전 등은 58억 1,000만 kwh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전력 수출은 1,690만
달러로 주로 겨울철에 주변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
다. 타지키스탄은 전력이 부족한 겨울철74)인 2006년 1분기에 우즈베키스탄 등으
로부터 6억 kwh의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 수력발전 활용에 따른 잉여 전력 9억
kwh를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 수출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시스템은 중앙아시아 통합전력시스템(CAPS)에 속하여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공유하며, 우즈베키스탄이 CAPS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총 전력선은 23만 km에 달하며, 주로 500kv
및 220kv 전력선으로 이웃 국가들과 연결되며, 카자흐스탄 남북부를 통하여 러시
의 전력시스템과 단일 고전압(500kv)으로 연결된다. 이 시스템의 설비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이며,
74) 여름/겨울 전력 수요 비율이 1 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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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도 효율적인 원격 검침 및 통신, 주파수 통제 등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원래 설계된 수준의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설
비 개보수가 필요하나 우즈베키스탄에는 일부 스위치보드 등을 제외한 발전 및 송
배전 설비 생산기업이 전무하다.
우즈베키스탄은 기후적 요건에 따라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열 활용과 관련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양열 활용 잠재력은 510억 toe75)에 달하며, 현행 기술
및 장비로도 1억 7,900만 toe 상당의 규모가 개발 가능하다. 이는 국가 전체 연간
화석연료 채굴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 태양광 집열판은 약 4만㎡
로서 주로 온수 공급에 사용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바, 이는 국내 가스와
전기 가격이 낮은 점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 국내 관련 산업으로는 Uzgeliokurilish, Encom, Photon 등의 기업에
서 온수 가열기를 생산하고 있다.
ADB 자료에 따르면 전력망으로부터 원거리에 존재하는 고립지역의 경우 독립
된 소규모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적의 전력공급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 잠재력은 2만 MW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소규모 수력발전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의 30%만이 활용되고 있다. 우
즈베키스탄 정부는 강과 관개수로의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수력발전설비 건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ADB
에 관개수로와 저수지 지역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3억 달러
에 달하는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5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고, 농업수자원부에서는 시설규모 440MW, 전력생산량 13억 kwh의
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75) Tons of Oi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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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에 따라 추정된 전체 풍력자원 잠재력은 220만 toe에 상당하나 기술
적으로 개발 가능한 수준은 43만 toe가량이다. 국토의 중앙부 75%가량은 풍량
이 계절적으로 변동되어 풍력을 활용하기 곤란하며, Karapalpakstan 자치주와
Tashkent주 등 2개 지역만 풍력 활용이 가능하여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
어 가동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바이오매스 잠재력도 265~295만 toe 상당에 달
하며, 소규모 발전설비가 동물농장에서 가동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분야는 석탄산업, 지역난방시스템, 연료ㆍ에너지 공급시
스템 등과 같이 연료 및 에너지 콤플렉스(FEC)76)에 소속되어 국가 소유이다.
FEC의 장은 부총리이며, 그간 시장친화적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조조정하려는 시
도는 있었으나 아직 수직통합형의 독점사업으로 남아 있다. 2001년 2월 우즈베키
스탄 정부는 전력산업과 석탄산업의 부분 민영화, 독점해체, 규제완화 등을 목적
으로 한 decree를 발표했다. 전력부77)는 산하에 석탄 관련 JSC Ugol78) 및 송배
전 관련 Uzelectroset79) 등을 거느린 국영 공기업인 JSC Uzbekenergo로 전환했
다. Uzbekenergo는 발전, 송배전, 연구개발, 투자유치 및 개발프로그램 입안 등을
담당하는 합작회사로서 외국투자자에도 일부 지분이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정부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FEC의 전력요금 통제 기능이 몇 개의 정부 조직에 분산되어 있지만, Uzbekenergo
가 발전, 송배전을 독점함에 따라 에너지 분야 요금도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경
제적 관점에서의 가격은 재무부 가격결정국에서 통제하며, 기술적 관점에서는
UzEnergoNadzor에서 통제한다. Uzbekenergo가 전력 및 에너지 요금을 입안하여
재무부에 제출하면 산업용과 일반소비용으로 구분하여 재무부에서 가격을 결정한
76)
77)
78)
79)

Fuel and Energy Complex.
Ministry of Power and Power Supply.
석탄(Coal)을 뜻하는 러시아어로 우즈베키스탄어로 표기된 Uzbekkumir와 동일 기관.
Uzbekistan Electricit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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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6년 평균 전력요금은 kwh당 0.29달러로 2003년의 0.126달러에 비하여 상
당히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CIS 국가와 비교하면 저렴한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정부의 직접보조금80)과
관련 조직간의 상호보조금81) 제도이다. 양 보조금은 전력산업의 비효율성과 채무
불이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상호보조금제는 실제 에너지 요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직에 대하여도 아주 낮은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향유하지 못하
는 조직에 대하여는 에너지 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종국에
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Uzbekenergo는 요금 수입이 생산단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였
으며, 보조금제도로 인해 모두가 모두에게 채무를 지도록 만들어 전력산업의 의사
결정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유치실적은 부진한 상태이다. 2005~06년 국가자산위원회(SPC)82)는 Navoi 발전소
(시설용량 1,250MW, 발전량 64억 kwh)의 지분 39% 및 Tahiatash 발전소의(시설
용량 730MW, 발전량 28억 kwh) 지분 38.9%에 대한 매각 계획을 발표하고 러시
아의 Russian Finam Investment Company를 컨설턴트로 선정하였으나, 외국 투
자자의 일부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계획은 실패하였다. 발전산업 민영화
를 위한 외자유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한 통제의지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데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에너지 저가공급 정책에 따라 요금 수입이 최근연도 기준
에너지 분야 장기운영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력 및 가스 등 계량체계의
미비로 요금 수거율이 낮으며, 정부 직접보조금 및 상호보조금제가 이 문제를 더욱
80) Direct Subsidies.
81) Cross-Subsidies.
82) Stage Proper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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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독립된 규제조직이 없어 여러 조직에서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애매한 법률체계가 상존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확대 및 기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증가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정
부는 발전소 현대화, 난방발전소 증설, 연료소비 절감, 최신기술 도입 등을 포괄하
는 2001~10 기간의 장기 재건개발계획83)을 입안했다. 이는 기존 전력설비를 정상
화하여 8~10년간 수명을 연장하고, 1,748MW의 전력설비, 22,429MVA 용량의
변전설비 및 1,355km에 220~500kv의 송전선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 계
획의 첫 사업으로 2005년 Talimarjan 발전소에 800MW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었
으며, Tashkent 발전소, Navoi 발전소, Mubar 난방발전소 등에 새로운 증기-가스
터빈이 설치될 계획이다. 농업수자원부는 시설용량 440MW, 발전량 13억 kwh의
3
소규모 수력발전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기 계획에 따르면 연간 5억 4,000만 m 의

가스가 절감되고 300만 톤의 전통적인 연료 절감이 예상되며, 송전시장에 대한 투
자도 병행하여 효율성, 신뢰성, 유연성을 높여 인접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벡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제 컨설턴트,
시공자, 장비 공급자 등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되나 우즈벡 정
부는 해외 참여 희망자가 투자, 대출 및 유사 금융 패키지를 공여하는 경우 이를
선호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 2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행 에너지 분
야 연료의 5%를 차지하는 석탄 비중을 15%로 늘리고, 가스 소비를 85%에서
71%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석탄 생산을 연간 300만 톤에서 900만 톤 수준으
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850만 톤을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상기 계획의 일
환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석탄 매장지에 소재한 Angren 발전소의 석
83) Plans for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Generating Capacities for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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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공급 및 연소장치를 현대화하고, New Angren 발전소에 두 번째 석탄 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발전소의 석탄 발전소로의 추가 전환이 예상
된다.
전력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설비 및 부품은 러시아와 여타 구소련 지역에서 생
산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설비는 타쉬켄트 소재 Uzelectroaparat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위치보드 및 소규모 부품과 Uzbekcable에서 생산하는 전력
송전용 동케이블에 그치고 있으며, 양사의 낙후된 기술과 설비 능력으로는 양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2002년 독일 Siemens가 Syrdarya 화력발전소의 10개의 터빈 가운데 2개의 재
건설을 낙찰받아 사업을 완공하였다. 본건 사업으로 설비용량이 600MW 증가되어
이 발전소의 총 발전능력이 3,000MW에 달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4,544만 달러로
예상되었으며 EBRD가 2,78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력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사업은 전력 생산, 송배전 및 판매
를 독점하는 정부 소유의 합작회사인 Uzbekenergo와 협의해야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파키스탄, 이란 등 여타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송전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서방의 투
자자들은 지역 내 전력 관련 주요 프로젝트는 전력 수출과 관련한 확신이 없이는
추진하기 곤란한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이란은 여름
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잉여전력이 발생할 때 전력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국가로
서 좋은 전력수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아프
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의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과 일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수출의 잠재성이 있으며, 또한 전력 무역의 중개자
및 통과지역으로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5. 교육인프라
가. 교육환경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의 양
적,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제도와 인프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제도 및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교육제도의 탈중앙집권화,
사교육 부문의 활성화, 교육비용의 개인 부담, 학제 및 커리큘럼의 개편, 형평성 문
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의 물적기반 정비,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
혁 및 강화 등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표 5-22. 중앙아시아의 교육인프라 주요 지표
문해율

고등교육

교육재정

초등학령
기초교육
1인당 기초
지원
교육 지원
국가명
2007년
(백만 달러)
(달러)
GPI
GPI
전체
전체
(F/M)
(F/M)
GPI
2006~07년 2006~07년
전체
1999년 2007년
(F/M)
평균
평균
3.2
1
1
카자흐스탄 98 0.97 100 1.00 47 1.44 4.0
우즈베키스탄 97 0.98 10 0.71
키르기스스탄 99 1.00 43 1.30 4.3
5.4
7
17
타지키스탄 98 0.98 100 1.00 20 0.38 2.1
3.5
5
7
투르크
100 1.00
1
4
메니스탄
1985~84년

2000~07년

GDP 대비
교육지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민족 국가로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체계의
다민족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는 민족주의가 확
산되면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던 과거의 교육기반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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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족어 교육이 보다 확대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자민족 중심의
언어교육은 민족독립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역내 이민자 수가 많은 중
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또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독립 후 민족 언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러시아어 대신 각 국가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표기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이는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언어장벽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구소련의 교육전통으로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문맹률이 특징이다.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84)와 관련된 교육성과를 보더라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초등학교 등록률과
이수율은 목표치인 100%를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에 근접해 있으며, 성인문해율
역시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MDG
관련 교육목표는 대부분 달성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아래 [표 5-2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2006년 현재 카자흐스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90.1%이며, 성인문해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등록률은 85.9%
이고, 성인문해율은 98.7%에 달한다. 교육성평등 달성 지표도 우수한 편이어서 카
자흐스탄의 경우 초등교육 등록률 여아 비중이 100%로 초등교육의 성평등이 완전
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성비 균형이 후퇴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또한 MDG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이니셔티브로 UNESCO의 주도하
에 진행되는 EFA(Education For All)85) 프로그램이 있는데, EDI(EFA Development
84) 2000년 채택된 MDG는 국제사회의 8대 개발목표이며 2015년까지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MDG 중 두 번째 목표인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과 세 번째 목표인 ‘남녀평등과 여성능력 신장’
이 교육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육 보편화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등록률 및
이수율 향상, 15~24세 인구의 문자 해독률 향상,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초중등 교육에서 남녀성비
균형달성을 세부목표로 정하고 있다.
8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ЮНЕСКО(2008), EFA는 교육개발을 위한 6대 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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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교육관련 MDG 달성현황
평가지표

(단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목표 1. 초등교육 보편화
90.1
100.2
103.6
99.5
목표 2. 교육 성평등
100.0
98.0
99.0

초등학교 등록률
초등학교 이수률
성인문해률
초등교육 등록률 여아 비중
중등교육 등록률 여아 비중

키르기스스탄
85.9
99.4
98.7
98.7
101.0

주: 중등교육 등록률은 2006년 자료.
자료: 권 율(2009).

표 5-24. 중앙아시아 국가별 EDI 순위(2006년)

카자흐스탄

0.995

EDI
순위
1

키르기스스탄

0.976

32

72

25

16

40

타지키스탄

0.971

37

42

20

89

37

EDI

초등교육
성인
성별교육
1)
2)
보편화 순위 문해율 순위 형평도 순위
23
21
7

교육의
3)
질 순위
3

주: 1) 학령 인구 중 초중등과정 수학 비율.
2) GEI(Gender-specific EFA Index)로 성별균형과 성평등 달성도로 평가.
3) 5학년 과정까지의 이수자 비율.
자료: UNESCO(2008), pp. 248-250.

Index)86)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권 국가
들은 모두 0.97~1.00 사이의 상위 그룹에 위치하여 EFA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
며, 카자흐스탄은 2006년 0.995로 일본(0.994)과 독일(0.994)보다 앞서 1위를 차
지했다.
고 있는데 1) 취학 전 교육확대, 2) 무상 초등교육 보편화, 3)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learning and life skill 교육, 4) 성인 문해율 50% 신장, 5) 2005년까지 성별균형(gender
parity) 달성, 2015년까지 성평등(gender equality) 달성, 6) 교육의 질적 향상이 주요 내용이다.
86) EDI는 언급한 총 6개의 측정지표 중 수량화가 용이한 네 개의 지표, 즉 초등교육 보편화, 성인
문해율, 성별교육 형평도, 교육의 질을 취합하여 성과 정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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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향후 카자흐스탄의 교육발전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개발
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구소련의 교육전통으로 MDG와 관련하여 상당한 교육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련 붕괴 이후 독립과 함께 찾아온 1990년대 경
제위기로 MDG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GDP, 무역 등의 감소와 더불어 정부
예산의 제약이 커져 사회경제 인프라 역시 쇠퇴하였다. 빈곤 및 실업이 증가하고,
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재정이 급격히 감소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임금하락, 보건서비스의 미비 등은 모두
인간개발 관련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2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HDI 순위는 타지키스탄으로 12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순위는 카자흐스탄으로 80위지만 여전히 같은 CIS권의 러시아
에 비해서는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표 5-25. 중앙아시아 국가별 인간개발지수(2003년 기준)
HDI

GDP Index 기대수명 Index

교육 Index

우즈베키스탄

109

0.702

0.48

0.70

0.93

카자흐스탄

80

0.761

0.70

0.64

0.94

키르기스스탄

111

0.694

0.48

0.69

0.91

타지키스탄

122

0.652

0.40

0.64

0.91

러시아

62

0.795

0.76

0.67

0.96

주: 각 Index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
자료: ПРООН(2005), p. 47.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성과 및 전망과 관련된 분석들은 향후 교육의 양적
측면보다는 교육 형평성의 실현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질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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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7)
초중등교육 수학연령의 96% 이상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인구 1,500만
명에 2005년 현재 실업교육 재학인원이 10만 명, 전문대 수준의 재학인원이 40만
명, 대학교 수준의 재학인원이 78만 명이라는 수치를 고려한다면 교육기관과 여기
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전
반적으로 미흡하고, 학교들간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준 이하 대학에 대
한 폐교 혹은 합병 등을 통해 교육수준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으로 국가에 의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수년간 매우 강도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개혁과
규제가 병행되어 왔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탈규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
다. 그러나 부분적인 탈규제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앙정부는 명
령과 지시 등 광범위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가동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통제할 것으
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최근 카자흐스탄의 경우 비정부교육 부문 및 국가교육조직
에서의 교육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육법에 따라 면허, 인증, 위임 등 일정한 연
속성으로 실행되는 교육의 질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검토되었다. 교육기관의 면
허는 교육법, 면허법 및 2000년 4월 18일자 정부령 No. 596호(교육활동 면허 규
칙 확정)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국가인증은 1999년 9월 3일자 정부
령 No. 1305호(교육기관의 국가인증규정 확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인증은 5년
에 1회씩 매년 교육과학부가 확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88)
87)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p. 13.
88) 일례로 카자흐스탄에서 2002~03년도에는 27개 비국립대학을 포함하여 40개 대학에 대한 국가
인증심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58개 전공에 대한 면허가 중지되었고, 81개 전공에 대한 면허가
회수되었다. 1개 대학에는 교육활동진행 면허가 회수되었다. 같은 학년도에 중등직업교육에 해당
되는 263개 전공의 43개 콜리지(8개의 비공립 콜리지)가 인증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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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재정 및 인프라
교육재정과 관련된 중앙아시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하나
는 체제전환 이후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데 재정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재정의
축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적인 재정충당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는 것이다.89)
중앙아시아의 교육재정 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인 가능한 가
장 최근의 통계를 놓고 볼 때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우즈베키스
탄이다. 2003년 기준으로 6.4%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GDP 대비 교육비의 비중
은 체제전환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다가 이제는 점차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
단된다. 카자흐스탄은 3.2~3.6%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점진
적이지만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급격하게 감소했던 키르기스스탄
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다시 상향 안정세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
다. 전체적으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EU-27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며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정책 방향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24세 이하
인구 비율이 52.9%에 이르는 인구학적 상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90)

전공의 39개 콜리지가 인증을 받았고, 61개 전공에 22개 콜리지는 인증서에 있는 조건에 부합되
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개 전공의 7개 대학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전
공의 19개 콜리지가 다양한 기간간 면허가 중지되었고, 30개 전공에 13개 학교는 면허가 회수되
었으며, 1개 콜리지는 교육활동 수행권리가 회수되었다. 성원용(2009), p. 71.
89) 이하의 내용은 주로 다음에 의존함. 권 율(2009), pp. 45~48.
90) 신효숙(2009),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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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재정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외국의 차관 등으로 충당되며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는 학
생 및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구조
상 청소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아 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클 수밖에 없고,
더구나 넓은 국토, 낮은 인구 밀도, 극한의 날씨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비용이
높은 구조적 특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교육비 지출은 기초교육과 중등
교육에 가장 많이 할당되고 있으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수업료 등을 충당하기도 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설치된
학교발전기금과 같은 특별한 재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5-2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교육비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카자흐스탄

3.3

3.3

3.2

3.2

3.2

3.6

3.4

우즈베키스탄

6.7

6.8

6.7

6.4

-

-

-

키르기스스탄

3.5

3.9

4.4

4.5

4.6

4.9

5.6

타지키스탄

2.3

1.8

2.6

2.4

2.7

3.5

3.4

투르크메니스탄

-

-

-

-

-

-

-

러시아

2.9

3.1

3.8

3.6

3.5

3.7

3.9

EU-27

-

4.94

5.06

5.14

5.07

5.05

-

자료: 신효숙(2009), p. 39; Eurostat(2008), p. 93.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기 이후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 재정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다. 2000년 세네갈의 다카르(Dakar)에서 열린 Education for All 회의에서 교육
재정은 GDP의 6~7% 정도가 양질의 교육을 모든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수준이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213

이러한 교육재정의 부족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교육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첫째,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채용과 유지가 어렵다. 정부재정의 축소로 인
한 교육예산 감소와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금감소로 인해 교육 관련 인력이
타 분야(소기업, 무역 등)로 이동하면서 자격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교사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교사는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매우 낮은 상황
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교사들의 노령화 현상과 성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
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사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 교육재정의 부족은 곧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나타
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소비에트 시기의 높은 교육성과를 유지한다
는 목표하에 무상교육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상 학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Youth in Central Asia, ICG Asia Report
n.66, October 2003), 학교장이나 교사는 매달 비공식적으로 교사의 월급 및 교육
자재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에게서 돈을 걷고 있다.
셋째,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기, 통신 설
비 및 교육 기자재가 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습이 어려워 교육
은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학교시설이 부족하고 도
시의 학교에 비하여 훨씬 인프라가 열악하다. 수업료 이외에도 구소련 시대에 무상
으로 제공되던 기숙사 역시 대부분 민영화되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나마 무상
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턱없이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제한이 많다. 또한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자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
립과 더불어 러시아어 대신 자국어로 된 교육에 포커스를 두었으나 자국어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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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개발, 출판, 보급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다. 이러한 재정부담은 고스란
히 높은 교과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되거나 교과서를 구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러시아어로 된 구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경우 자국어로 된 교과서의 부족으로 언어장벽으로 인
한 교육기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체제전환기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는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과거 소비에트 스타일의 직업교육은 새로운 경제체제에서는 거의 가치가
없으며,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실제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 사이에
는 큰 격차가 생기게 된다. 시장경제체제는 경쟁과 개발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며
특히 기술의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첨단 기술
을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
전히 주요산업은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중간 수준의 기술과
일반적인 관리기술(management skills)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
정보처리 능력, 행동능력91), 의사결정력, 갈등해결능력, 팀워크 능력 등을 갖춘 노
동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하여 커리
큘럼과 교수법 등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있
기도 하다. 또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주로 교육종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실제 현장
의 현실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자질
에 대한 정보와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또한 부족하다. 이미 고용 중인 노동자
를 대상으로 한 직업 재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91) 행동능력이란 동기, 끈기, self-discipline, 자신감,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력뿐 아니라 협상, 팀워
크,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등 사회적인 기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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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을 새로이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부분적으로 기업에서 직장 내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다.
다. 고등교육92)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9가지 기준 중 하나로 ‘고등교육’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등록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해
당하는 교육제도의 질적 측면과 성과, 학교행정관리, 교육 관련 연구 및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물론 교육의 성과는 고등교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성과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국
가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은 막대하다고 하
겠다.
표 5-27. 국가별 대학 등록률 현황
1999년

2005년

남녀

남

여

GPI*

남녀

남

여

GPI*

우즈베키스탄

-

-

-

-

15

17

14

0.8

카자흐스탄

25

23

26

1.16

53

44

62

1.42

키르기스스탄

29

28

30

1.04

41

37

46

1.25

타지키스탄

14

20

7

0.35

17

26

9

0.35

주: * GPI=Gender Parity Index(성평등지수).
자료: 권 율(2009), p. 61.

92) 이 절의 내용은 주로 권 율(2009), pp. 61~63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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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고등교육제도의 구조개혁, 볼
로냐 협약에 따른 학위체제의 개편,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 공통 국가대학입학
시험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교
육의 질(특히 교사양성) 확보, 노동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재정
확보, 교육기회의 접근성 보장 등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
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체제전환기를 겪으면서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정을 거
치는 동안 교육-훈련-고용 간의 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 수출 비중이 커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전
환기경제 이후 아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마케팅,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필요하고, 커리큘럼과 교수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에
서는 아직도 수업 내용이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으
며, 교수법 및 교과방법론도 과거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러한 현실은 현대적인 교자재의 보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각국은 대학교육의 국제화 및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가 부족한 최신 학문분야를 수학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적극
적인 해외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
는 1994년부터 볼라샥(Bolashak)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즈베키
스탄의 경우에는 1997년 ‘우미드’ 기금을 설립하고 현상공모를 통해 재능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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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선발하여 연구가 부족한 최신 학문분야를 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학년도에 ‘우미드’를 통해 약 1,000명 이상의 장학생이 해
외유학을 떠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3)
보다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카자흐스탄의 볼라샥 프로그램이다.94) 이 프로그램
의 실행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국제프로그램센터(CIP: Centre for International
Programs)라는 이름의 국영기업이 이를 주관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외국어 구사
능력, 카자흐어 구사능력, 국가관 등에 따라 매년 선발되며,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
고 귀국하면 주로 국내 국가기관에서 5년간 전공 분야의 직업에 종사해야 할 의무
를 지게 된다. 볼라샥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공부
한 2,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95)
이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 2006년 4월 26일 정부법령에
의해 학생 선발절차를 보다 명확ㆍ투명하게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관련 법
안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동안 발생했던 ‘두뇌 유출’ 효과를 완화시키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국제 장학금을 받을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카자흐스탄
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에 포함된다. 이 프로
그램의 원래 취지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지원받은 학생의 대부분은 사회과학 및 경영학 분야에 지원했고, 상대적으로 정부
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에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는 지원이 적었
다. 2006년 볼라샥 프로그램은 교육, 의료, 우주공학, 산업 개발 및 혁신적 발전,
지역 발전, 주택 건설, 전자정부, 클러스터(금속학, 운송물류, 섬유산업, 식품산업,
여행, 석유 및 가스 공학, 토목), 과학, 공공 안전, 사회 및 문화발전, 민간항공 등
93) 신효숙(2007), p. 101.
94) 이하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2008), pp. 230~232를 축약한 것임.
95) 볼라샥 장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지원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2007년 이공계
전공학생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볼라샥 장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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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우선 분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향후 학생 선발 시 전
략적으로 정부에 중요한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인원을 더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갖
고 있다.
표 5-28. 카자흐스탄 볼라샥 장학생의 주요 10개 연구분야(2005년)
1
2
3
4
5
6
7
8
9
10

분야
공공 행정 및 정부 정책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설비
경제학
혁신적 경영 및 기술
발전, 석유, 가스
의학
사회과학 및 인문학
천문학 및 우주공학
건축 및 토목
법학 및 국제법

학생 수
347
307
165
161
158
107
39
37
36
35

총 학생의 백분률(1,697명)
20.5
18.1
9.7
9.5
9.3
6.3
2.3
2.2
2.1
2.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p. 34 재인용.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연구ㆍ혁신 역량이 취약하다. 구소련 해체 이전
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주도하는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를 흡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산업에 특화된 R&D 센터로서 나
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독립 이후에는 이러한 지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 무엇보다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민족분
리주의가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인력의 핵을 이루었던 슬라브계 민족들이 모국으로
귀환 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R&D를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에 배분됨으로써 일반 대학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과학기술인력은 대폭 감소했
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독립 이전 약 4만여 명에 달하던 과학연구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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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05년 2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96) 신규 연구인력의 수급이 적절한 수준에
서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문분야별
로 세분화해서 검토하면, 구소련 시기 R&D는 대부분 ‘과학 및 기술’ 분야에 한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과학 및 정책연구 등의 기능은 매우 약했다. 체제전환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국가경쟁력의 측면으로서 중앙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고등교육
의 현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개방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고등교육은 국가경쟁
력 발전 정책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고등교육 수혜율 지수가 조사
대상 134개국 중 36위에 머물렀고, ‘학교관리의 질’이라는 항목에서는 98위, ‘연구
및 트레이닝 서비스의 지역접근성’에서는 82위에 올라 있다.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고등교육 관리체계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과의 연계 속에서 사고할 때, 고등교육의 목표란 일차
적으로 경제 부문의 선도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배출
하는 것에 모아지게 되는데, 사실상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이러한 상태에 도달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아시아 고등교육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 중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
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학술 및 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새로
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신속하게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할 자질들을 습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어느 하나의 원
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중앙아시아 교육 부문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의
96) 권 율(2009), p. 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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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먼저 시설 문제를 들 수 있다. 노후화된 대학 시설이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학 기숙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의 경우 현재 국립대학 기숙사 중 77%는 25년이 경과한 건물이며, 최근 이들 건
물에 대한 보수공사 기간은 1~5년에 달한다. 대학이 신청한 기숙사 보수공사비는
정부예산에서 약 20%만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 전체의 외지 대학
생 수는 12만 8,950명인데, 기숙사 거주 대상 학생 5만 6,694명 중 4만 6,490명만
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32.5%에 해당되는 1만 204명은 기숙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97) 전반적으로 대학의 물적-기술적 토대가 취약하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연구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인적 구성과 관련된 문제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팽배해 있
고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마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자발성과 도덕적
책임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사회를 혁신시키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도 결여되어 있다. 대학사회 내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잔존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연고주의는 민주주의적 토대의 약화
와 함께 대학사회를 부패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국립대학이 부패되어 있다고 답변했으며,
54%는 대학의 부패정도가 높다고 응답했고, 28%는 부정적인 ‘학위 취득’ 사태를
고발하고 있다.98) 대학사회의 이러한 부패 현상은 체제전환기 CIS 전역에서 나타
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97) 성원용(2009), p. 69.
98) 성원용(200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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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부에서는 모국의 대학 입학 자체를 기피하고 여건만 된다면 서방의 대
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대학의 위기를 부채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99) 학술연구인력의 노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민첩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은 고소득을
보장하는 해외ㆍ민간 부문으로 많이 유출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을 예로 들자면
1997년 고등교육기관의 40세 미만 국가박사(Dr.) 소지자가 전체 국가박사의 0.9%
에 불과하고, 대신 50세 이상이 79%를 차지했다. 이것은 그만큼 후세대 양성이 진
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며, 학술연구인력의 연령별 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
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100)
구소련 붕괴와 함께 시작된 전통사회로의 복귀나 이슬람공동체의 영향 아래 가
속화되는 종교적 색채는 탈소비에트 민족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도 가
져오지만, 반면에 강한 이데올로기화의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여성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이 부활되고, 관례에 따라 결혼 연령이 낮아짐으
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생의 남녀
성별 비율에서 여대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등교육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은 교육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문제는 체제전환
기에 정부재정이 취약해지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따라 유상교육 시스템이 도입됨
으로써 고등교육기관 입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싼 학비와 학자금 대출제
도의 후진성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대학 입학은 감소하는 반면 고위 공무원들과 기
업인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어 교육의 불평등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한된 자원이 국립대학 및 일부 우수대학에만 지원
99) 현지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국민들 사이에 자국의 대학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학 입학을 선호하는 것은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을 미래 ‘지
대추구’ 행위의 물적 조건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00) 신효숙(2007),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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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일부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이 적어 순전히 등록금으로만 재정을 충당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학의 부실화를 낳을 수 있어 이는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요구된다.
라. 전문직업교육
기본적으로 교육은 개인의 취업 및 생계 보장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며, 나아
가 국가적인 단위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
을 담보해준다. 과거 소비에트 시기 직업교육은 계획경제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
공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이후 전반적인 교육체계가 와해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전문직업교육의 환경과 인프라는 사회경제적 조
건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교육인프라와 개인의 취업기회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
에 중앙아시아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표 5-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 지표로만 본
다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실업률이 각각 0.2%, 2.1%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고, CIS권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실업률이 각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실업률만으로 직업의 질이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더구나 국가들마다 취업의 정의에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일관된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각국
이 처해 있는 전문직업교육 인프라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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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CIS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10.7
2.1
10.3
12.8
...
8.5
10.6
2.6
0.4
11.6

...
9.8
2.3
11.1
10.4
...
7.3
9.0
2.5
0.4
10.9

...
9.1
3.0
12.6
9.3
12.5
6.8
7.9
2.6
0.4
9.6

9.7
9.8
3.1
11.5
8.8
9.9
7.9
8.2
2.3
0.4
9.1

8.4
9.0
1.9
12.6
8.4
8.5
8.1
7.8
2.0
0.3
8.6

7.6
7.6
1.5
13.8
8.1
8.1
7.3
7.2
2.1
0.3
7.2

6.8
7.2
1.2
13.6
7.8
8.3
7.4
7.2
2.3
0.3
6.8

6.5
6.6
1.0
13.3
7.3
8.2
5.1
6.1
2.5
0.2
6.4

6.1
6.3
0.8
16.5
6.6
4.0
6.3
2.1
0.2
6.4

자료: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СНГ (Статкомитет СНГ),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на CD-ROM.

중앙아시아 각국은 공통적으로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동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중등전문, 직업교육은 과거 구소련 시기에는 일반교육과
구분되는 직업교육이었던 데 반해 이제는 공식적으로 12년제 일반의무교육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법’과 ‘국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 중등교
육기관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일반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다음 중등
전문 과정에 해당되는 ‘아카데미 리체이’나 직업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직업 칼리
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모두 3년제로 이루어진 이들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
은 다음 단계로의 진학을 위한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게
된다.101)
101)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기술교육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신효숙(2007), pp.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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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교육기관 형태
중등전문 및 직업학교
총수(개)
아카데미 리체이(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31*

606*

682*

892

955

1,055

47

51

54

65

-

99

-

953

직업 칼리지(개)
중등전문 및 직업학교
학생 총수(명)
아카데미 리체이 학생 수(명)

303

414

533

827

446,100

546,000

684,000

788,100

17,500

20,500

26,200

30,500

직업칼리지 학생 수(명)

216,800

366,900

531,600

757,600

890,700 1,075,000
-

53,100

- 1,021,900

주: * 이 수치에는 기술학교의 수와 학생 수를 포함.
자료: 신효숙(2007), pp. 82~83; 신효숙(2009), p. 35.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근 중등전문, 직업학교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1986학
년도만 하더라도 총 249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055개에 이르렀다. 직업기
술교육 학생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1년의 경우에는 44만 6,100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2배 이상이 증가해 107만 5,000명에 이르렀다. [표 5-30]에 따르면 우
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중등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리체이보다 취업교육을 목표로 한 직업 칼리지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 직업기술교육의 수혜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삶의 수준 향상 전략에 따
라 중등전문, 직업학교의 수혜 학생 비율을 2004년에는 45%, 2005년에는 60%,
2006년에는 75%로 늘리고, 2010년에는 95%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102)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기술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은 주지하다시피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직업교육의 상당 부분이 순수학문적인 성

102) 신효숙(2007),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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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육현장의 학습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년 2월 18일 ‘가속적 경제사회정치 근
대화의 도정에 선 카자흐스탄’이라는 제하의 연두교서에서 “모든 수준에서 직업기
술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한 합당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고 언급하며 그 무엇
보다도 직업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직업기술교육이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과 사회의 안정을 담보하는 주된 요소의 하나이며,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촉
진하고 이들의 주변화 과정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103)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2006년에 2008~10년간 국가 직업기술교육 발전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지역간 직업교육센터(inter-region center) 등을 설립하고, 기술수준
별로 3단계로 구분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술인력과 서비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각각의 교육기관, 그리
고 이들 교육기관과 고용주 및 비즈니스 구조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교육법에 따라 초중등직업교육은 기술 및 직업교육
과 중등 이후 교육 체계로 개혁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58개 직업군과 216개
전공 분야에 걸쳐 60만 5,000여 명이 848개의 기술직업교육과 중등 이후 교육기
관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 중 직업학교(리체이)는 318개이며, 콜리지는 530개이다.
기술직업교육과 중등 이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교사, 생산교육기사는 총 4만
763명이고, 이 중 콜리지에는 2만 9,200명, 직업학교(리체이)에는 1만 1,800명이 종
사하고 있다.104)

103) 성원용(2009), p. 55.
104)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
ый отчет по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8 го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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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카자흐스탄 직업학교 현황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초등직업학교 전체

282

284

287

288

296

307

312

313

전체 학생 수(천 명)

86.1

87.3

90.8

98.0

101.8

104.2

106.1

106.8

학교 수

266

258

260

259

268

-

-

-

학생 수(천 명)

83.5

83.7

87.8

94.7

98.1

-

-

-

학교 수

16

26

27

29

28

-

-

-

학생 수(천 명)

2.6

3.6

3.0

3.3

3.7

-

-

-

입학생 수(천 명)

39.0

43.4

46.3

44.9

48.8

47.7

46.5

47.2

졸업생 수(천 명)

36.0

39.8

40.3

33.4

41.6

40.5

39.3

40.1

국립
사립

자료: Аге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оф
ессиональнойподготовки населения,” Аиалитическая записка, 2005. 4. 18; Агенство Респу
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 в 2007 году.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
тана. Астана, 2008, p. 88.

표 5-32. 카자흐스탄 콜리지 현황
전체
전체

국립

사립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콜리지 수
293
318
335
357
385
415
442
460
학생 수(천 명) 168.2 196.2 211.3 250.9 336.7 397.6 452.2 499.5
국비장학생
45.2
46.8
54.8
60.7
64.9
(천 명)
자비부담(천 명) 123.0 149.4 156.5 190.2 271.8
학교 수
176
180
177
178
174
학생 수(천 명) 121.4 135.8 142.3 162.2 191.2
국비장학생
44.7
46.3
53.5
59.1
62.5
(천 명)
자비부담(천 명) 76.7
89.5
88.8
103.1 128.7
117
138
158
179
211
238
269
280
학교 수
학생 수(천 명) 46.8
60.4
69.0
88.7
145.5 186.2 227.7 261.4
국비장학생
0.5
0.5
1.3
1.6
2.4
(천 명)
자비부담(천 명) 46.3
59.9
67.7
87.1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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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계속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전체 입학생(천 명)
77.8
86.8
83.1
114.4 165.2
국립콜리지
53.4
57.1
52.8
67.6
82.7
(천 명)
사립콜리지
24.4
29.7
30.3
46.8
82.5
(천 명)
전체 졸업생
43.7
49.7
52.9
60.4
61.3
국립콜리지
33.6
35.3
33.7
39.7
40.9
(천 명)
사립콜리지
10.1
14.4
19.2
20.7
20.4
(천 명)
자료: Аге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оф
ессиональнойподготовки населения,” Аиалитическая записка, 2005. 4. 18; Агенство Респу
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2008), p. 88.

중앙아시아의 국가들마다 교육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 부문의 역할과 비중이 과거보다는 감소되
고, 점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105)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9년 6월 7일자 법령 N 389-1 ‘교육에 관하여’의 4조에 따르면 시민들이
무상 초등 및 중등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고 있지
만, 최근 들어 직업교육에서도 초등직업교육서비스의 사적 부문이 발전하고 있다.
2000~05년간 사립직업학교는 12개가 증가하여 2004~05학년도에 28개에 이르렀
고, 사립콜리지는 2000~07년간 63개가 증가하였다. 아직까지 전체 학생 중 사립직
업학교의 학생 수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콜리지의 경우에는 2000~07년
간 5.6배 증가하여 2007~08학년도에 전체 대비 52.3%를 차지하게 되었다.

105)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원칙들로 회귀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이것이 퇴행인지, 아니면 더 나은 진보를 향한 일시적인 조정국면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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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및 중등직업교육기관의 학생 수 증가는 그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부하 증
대를 초래하고 있다. 적시에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지 못해 1998년 콜리지에
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9였으나 2004년에는 1:13.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업무 부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고급 교원
수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카자흐스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사실상 국가의
교육정책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당 기간은 후행적인 성격을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때까지는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6. 카자흐스탄 직업교육기관의 교수 대 학생 비율

자료: Аге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оф
ессиональнойподготовки населения,” Аиалитическая записка, 2005. 4. 18.

투자매력도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직업기술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
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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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자흐스탄의 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짚어본다.
우선 절대적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등교육수혜’라는 글로벌경쟁
력지수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134개국 중 51위에 위치해 있다. 현재 매년 직업기
술교육과 중등 이후 교육기관에서 4만 5,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출되고는 있
지만, 이것은 고작 시장수요의 30~40%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다.106) 왜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업교육의 수준별로 인력양성의 불균형이 크다.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와 직업학
교(리체이)의 비율은 약 7:1로 절대적으로 직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직업기술교육기관과 중등 이후 교육기관은 고용주와의 안정적인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직업기술교육 및 중등 이후 교육체계에서 인력양성은 노동시
장과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교육종사자 및 교육기반시
설의 능력에 따라 진행된다. 즉, 고용주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교육종사자의 기준
과 판단이 보다 우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노동현장의 요구를 교육현장에 적
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주와 초중등직업교육체계의 사회적 파트너십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서비스
시장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경제부
문별로 인력을 양성하는 데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경
제는 10만 명의 기술 및 서비스노동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매년 1만
2,000~1만 4,000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미취업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에는 자질을 갖춘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분야별
로 살펴보면 건설분야에 9,900명, 농업에 9,600명, 기계 및 설비기술분야에 7,600명,
서비스분야에 6,800명의 전문노동력이 부족하다.
106)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ЛГОСР
ОЧ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ДО 2020 ГОДА(проект), Астан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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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엔지니
어교사들의 노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자질을 갖춘 뛰어난 교원들이 낮은 임금
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별한 학과목
의 교사들과 생산교육기사들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 현장 기사들에게 적합한 임금을 지불하고 특별과목의
외국인 교사들을 유치하며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도 아직 미해
결 상태에 있다. 일반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상황에서 18~19세 연령의 학생
들이 협소한 영역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반면에 명확한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단일한 자격구조의 부재 등은 중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후 직업숙련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업기술교육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단절되어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나 교육방법론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재의 직업기술교육체계는 노동시장의 변화
를 반영하는 고용주의 요구조건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고, 폭넓은 지식과 숙련으로
단련된 기능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 유연한 직업교육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교육의 형태 및 내용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경험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행 직업기술교육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에너
지, 경공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신 산업, 건설, 교통 등 기존 분야에 교육내용이 여전히 치우친 감이 있다.107)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질을 갖춘 직업기
술인력을 적시에 배출하지 못하는 데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 진보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 특히 모국어로 된
전공과목의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적인 교육학습 방법론을 제시할 수
107) 권 율(2009),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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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문기관도 없고, 무엇보다도 교육시설 및 설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에 언급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같이 교육재정의 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하
게 된다. 그러나 교육재정 지출의 절대 규모 자체를 증대하는 것도 중대한 과제이
지만, 교육재정 지출의 구조도 문제로 언급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예산지출 항목
을 살펴보면 주로 임금 및 사회보장세(54%), 급양ㆍ제복ㆍ장학금(23%), 공공요금
(10%), 건물 유지 및 관리(3%) 등에 지출되고 있다.108) 이처럼 예산증대에도 불
구하고 건물과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설비 구입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극히 미미하
기 때문에 선진교육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 현장실습 기반은
매우 낙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마. 국제학교
현지투자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상대국들의 투자매력도는 투자진출 기업인들의
자녀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국제학교의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다년간 CIS권
에 체류하면서 직접투자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 상대국에 ‘국제학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투자매력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교육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최고의 기업, 그리고 그 조직 내부의 최고의 자질을 갖춘 인력을 상대국에
108) 그 결과 2004년도 기준으로 시설물 현황을 보면 총 122개(전체의 45%)의 직업학교건물의 대
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며, 일상적인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115개(42.1%)이고, 직업 실험실 153개,
일반교육 실험실 146개, 교과실험실 108개, 교과작업장 78개, 식당 33개, 의료실 72개가 부족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
ХСТА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на
2005-2010 годы, Астана, 2004. p. 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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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국제학교의 현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한 자료는 전무하다.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언론의 ‘르포’나 국가별 현지조
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국제학교의 교육환경은 국가별로
수준차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UN이 인정한 유일한 국제
학교인 인터네셔널 국제학교가 있다. 타쉬켄트 프라스 근교에 위치한 이 학교는 지
난 1994년 국제연합기구인 UNO(United Nations Organization)이 주도하여 설립
한 교육 및 의학 기관의 하나이다. 즉, 타쉬켄트 국제학교, 타쉬켄트 국제병원이 설
립되었는데, 현재 국제학교에는 각국의 학생 250여명이 수학하고 있다. 이 중 한국
인이 전체 학생 가운데 27%를 차지하고 있고, 신흥 IT 강국이자 이웃 나라인 인
도가 22%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유럽, 북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곳의 학비
는 유치부의 경우 연 1만 달러 수준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최대 1만 6,0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순수 학비로 기숙사비와 같은 별도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다. 세계 각국의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대사관의 지
원을 바탕으로 미국 명문대학교와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미국 대학 입학
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지에 있는 영국 분교 웨스트 민스트 대학
과 협력 관계에 있어 선진교육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09)
해외에 근무하는 재외국민들은 통상적으로 자녀들이 ‘국제학교’에서 수학하기를
원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은 국제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학비 또한 비현실
109) ｢우즈베키스탄 인터네셔널 국제학교 각광｣, 아시아경제, 2007. 4. 5,
http://view.asiae.co.kr/caviewlink/200704051200310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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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알마티의 경우 현재 4개의 사립 국제학교
(MIRAS, AIS, KIS, TENSHA)가 있지만 학교간 수준차가 매우 크며, 주로 카자
흐스탄 고위층 자녀들이 수학하는 MIRAS는 학비가 2만~2만 5,00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선도 투자분야인 건설 분야의 재외국민은 커다란 부
담을 갖고 있다.
국제학교의 학비가 접근 가능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국제학
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발생하고 있다. 재외
국민들은 자녀들이 국제학교에서 영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유로운 구사 능
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국제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서 한국인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집중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어보다는 모국어
대화가 친숙한 상황을 연출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
학생이 소수에 불과한 국제학교에서는 영어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자
흐스탄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건설(자원) 분야이고, 이 분야의 근무는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해외근무자에게 제공하는 특례입학의 수혜
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자녀 교육에서도 한국어, 문화, 역사에 대한 교
육이 단절 없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학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 외에도 설사 국제학교가 있다
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수도 등 일부 특정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진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다변화되는 반면에 생활 및 교육 환경은 일부
수도 등 대도시 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현지적응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적합한 교사들의 수급 문
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에버그린 국제학교는 1992년에 크
리스천 외국인 사역자들과 NGO 자녀 18명을 교육하기 위해 서구인들이 세운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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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천 국제학교인데, 우즈베키스탄과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뒤 서구의 선교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교사 부족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6. 인프라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및 평가
본 장에서는 투자매력도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현황과
실태를 비교 검토하였다. 대중앙아시아 투자 진출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인프라
요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국인투자 결정 시 인프라 요인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검토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한국기업들은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기반시설의 낙후
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은 주로 교통, 통신, 전력 등
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반시설 현황을 비교 검토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국의 노동력 공급 및 노동생산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인프라의 여
러 요소들을 검토했다.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 요인들의 현황과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투자매력도 측면
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 상태와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대체로 이행기 경제에서 경제회복 및 경제성장의 속도와 인
프라시설의 회복 비율은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다. 낙후된 인프라는 역내 경제발전
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체제의 이행과정(transition process)
의 진전과 인프라 환경의 개선은 나란히 진행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의적인 인프라
환경은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외국인 자
본 유치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인프라 환경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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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체제로부터 남겨진 유산으로서 인프
라시설이 새로운 시장경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있다. 체제전환
기 인프라 환경은 두 가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는데, 하나는 급격한
경제침체 시기에 전력,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같이 감소함에 따라 인
프라시설의 유지 및 확충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상실되고 그에 따라 낙후된 인프라 환
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인프라 서
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야 하고, 이것은 체제전환의 성과 및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
셋째,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환경이 다른 체제전환국들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
다. 투자매력도의 측면에서 각각의 인프라 환경은 시설용량 그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기능의 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자원 탐사ㆍ개발 등과 관련되어 어느 한
국가의 잠재력이 높은 반면에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때, 인프라 요인이 투
자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존자원 요소가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약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인프라시설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간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넷째, 투자매력도와 관련해서 인프라시설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보면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러시아의 2/3~1/2 수준에 위치해 있다. 일부 지
표상으로는 러시아를 앞서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포장
2
2
도로의 밀도는 24.8(km/km )인데, 러시아는 36.8(km/km )이다. 그러나 이 지표만

을 놓고 두 국가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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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본적으로 인프라시설 비교 시에는 국가의 영토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도로 총연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55.5배에 달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 인프라시설이 단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토 규모와 인구밀도 등은 향후 인프라시설의 발
전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광활한 국토 규모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단기간 내에 전 국토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단일한 교
통ㆍ물류 인프라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리적, 인구
학적 환경 요인은 통신 부문에서 IT 산업 발전 및 전자정부(e-government) 등 정
보화 정책에 따라 무선통신 중심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현대화되고,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해, 투자매력도의 관점에서 장애요인으
로 현재 언급되는 요인들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황의 변화 및 개선속도가 부문
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추세대로 중앙아시아의 무선통신 환경이
발전한다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통신인프라의 한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때부터는 가격접근성과 서비스의 문제로 바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중앙아시아의 인프라시설은 하나로 집약될 수 없는 5국 5색의 특징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구성하는 5개 국가들은 영토, 인구, 부존자원, 산업구조,
국가발전 방향 등에서 각기 다르며, 이와 함께 교통, 통신, 전력, 교육 등의 인프라
에서도 각기 상이한 발전 수준과 특징을 갖고 있다. 투자매력도의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크게 선도그룹과 후위그룹으로 양분해 볼 수 있는데, 카
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선도그룹으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면 투르크메
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후위에 처진 상태다. 일반의 예상과 크게 다
를 것이 없다.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에서 인프라시설의 발전 정도는 거시적인 단위
에서 바라본 경제발전 정도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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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자원수출 중심에서 탈피하여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자 그
결과로서 인프라환경의 급격한 개선이 뒤따를지, 달리 말해서 후위그룹에서 선도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낙후된 인프라시설은 한국의 관점에서 투자매
력도를 낮추는 요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요
소가 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교통, 통신, 전력, 교육 인
프라는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CIS 내에서도 하위그룹
에 속해 있다. 현재 인프라시설 및 운영의 발전 수준만을 놓고 본다면 투자매력도
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며, 향
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국가들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현재 물리적인 측면에서 인프라시설 한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통, 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포함하여 대대적인 인프라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즉 달리 본다면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인프라는
투자의 환경요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의 경험과 노하우, 세계가 인정한 IT 분야의
기술 등이 결합된다면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분야는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
진출시장이 될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는 광활한 국토 환경에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
가 분산된 상황에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한국이 다년간
축적한, IT 기술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은 통신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교육인프
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교육
수출과 연계한 ODA나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도 교육인프라 투자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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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매력도와 법·제도 요인
투자유치국의 법률환경은 외국인투자환경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법ㆍ제도는 한 국가의 제도 전반에 대해 광범위
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유치국의 법률환경을 평가할 때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
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장에서는 외국인ㆍ외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법률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률적 측
면에서 투자매력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검토가 될 부분은 법인
설립, 고용관계,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최소설립자본금, 법인설
립에 소요되는 기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적 제한 등
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용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수습기간, 고용계약의 종료 요건, 임금, 퇴직금, 근로
시간, 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근로자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고용관계 부분에서
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고용계약의 종료 요건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조세협약 체결 여부 및 중앙아
시아 각국이 과소자본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자 한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 등에 대
해 확인하고, 토지소유권제도 이외에 다른 형태의 토지사용권 제도가 있는지 여부
및 각 토지사용권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 중앙아시아 각
국이 외국인ㆍ외국법인에게 주택소유권, 상가 및 공장 소유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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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외국인투자법 등
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회사 설립
가. 회사 설립 비교의 의의

일반적으로 외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또는 법인 설립 없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할 것인지의 문제
이다.
특히 외국인이 투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투자국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무언인지, 각 회사의 형태마다 최소자본금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외국인이 투자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제한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고, 설립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외
국인 진출을 제한하는 분야가 많지 않고, 최소자본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국의 투자매력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률이 회사
설립 시 요구하는 서류, 최소자본금, 설립기간 및 외국인투자제한 분야에 대해 살
펴봄으로써 법인설립과 관련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투자매력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한편 중앙아시아 각국은 일반적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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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 시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
태가 유한책임회사인 바, 본 연구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준비서류, 최
소자본금, 소요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중
앙아시아 각국과 달리 회사의 종류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
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인 경제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한다.
법인설립 시 준비서류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요구하는 서류
가 거의 같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준비서류가 훨씬 간소화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준비서류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신설법인의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아직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설립자가 외국법인일 때 설립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이외에도 정관 사본, 은행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
적물에 대한 평가서를 요구하는 등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서류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준비서류 측면에서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법인 설립
시 요구하지 않는 은행추천서, 설립자 정관 사본, 현문출자목적물에 대한 평가서까
지 요구함으로써 법인설립 관련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법인설
립 시 준비서류와 관련된 투자매력도는 가장 낮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설립자본금과 관련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은 우즈베키스탄이
월 최소임금의 50배, 카자흐스탄이 월 결제지표의 100배, 키르기스스탄이 월 결제
지표의 1배, 타지키스탄이 월 최소임금의 400배이며,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회사
(хозяйственное общество)의 최소설립자본금은 월 최소임금의 100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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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형태, 준비서류, 최소설립자본금, 소요기간
표 6-1. 회사형태, 준비서류, 최소설립자본금, 소요기간
국가

회사형태

준비서류

최소설립
자본금

소요기간

합명회사, 합자
카자흐 회사, 유한책임
스탄 회사, 보충책임
회사, 주식회사

①법인설립신청서;
②설립문서(정관 및 설립계약서);
③(신설법인의 설립자가 카자흐
스탄 현지법인인 경우) 체납사실
이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기관의 월 결제지표의
확인서;
100배(유한책임
④(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설 회사법 제23조)
립자의 여권 사본;
⑤신설법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지사, 연락사
무소 등록법 제6조)

카자흐스탄 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1영업일
이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됨(법
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록법 제
9조). 다만, 2009년 World Bank
Database 자료에 따르면 카자
흐스탄에서 법인 설립에 약 20일
까지 소요될 수 있음.

합명회사, 합자
회사, 유한책임
회사, 보충책임
회사, 주식회사.
키르기
주식회사는 주
스스탄
주모집 방법에
따라 공개회사
와 비공개회사
로 구분됨.

①법인설립신청서;
②법인설립에 관한 설립자 결의;
③(설립자가 키르기스스탄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확인증 사본;
월 결제지표의
④(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배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등 외국법인이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
록법 제10조 및 제11조)

키르기스스탄 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후 3 영업일
이내 법인설립등기 완료됨(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록법 제8
조). 다만, 2009년 World Bank
Database 자료에 따르면 키르
기스스탄에서 법인 설립에 약
11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합명회사, 합자
회사, 유한책임
회사, 보충책임
회사, 주식회사.
타지키
주식회사는 주
스탄
주모집 방법에
따라 공개회사
와 비공개회사
로 구분됨.

①법인설립신청서;
②설립자의 법인설립 결의;
③설립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설립을 위임하는 경우)
월 최소임금의
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장;
400배(유한책임
⑤(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회사법 제16조)
법인등기부등본 등 외국법인이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법
제10조)

타지키스탄 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5영업일
이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됨(법
인 및 개인사업자등록법 제10
조). 다만, 2009년 Word Bank
Database 자료에 따르면 타지
키스탄에서 법인 설립에 약 25일
까지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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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국가

회사형태

준비서류

최소설립
자본금

소요기간

국영기업, 개
인기업, 조합
투르크메 기업, 사회단
니스탄 체기업, 경제
회사, 주식회
사가 있음.

①법인설립신청서;
②법인설립에 관한 설립자 결의;
③설립문서 2부;
④(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은
행추천서;
⑤(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및 은행추천서;
월 최소임금의
⑥(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목
100배 이상
적물에 대한 평가서;
⑦자본금 납입증명서;
⑧신설법인 소재지에 관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⑨(설립자가 자연인이고 신설법인
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법인설립절차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805호 제20조)

합명회사, 합
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보
충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있
음. 주식회사
우즈베키
는 다시 주주
스탄
모집 방법에
따라 공개주식
회사와 비공개
주식회사로 구
분됨(민법 제
58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신설법인에
외국인 참여 여부, 최소설립자본
금의 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를 법무부에 하는 경우와 관할
구청에 하는 경우로 구분됨.
①신청서;
법인설립등기를 법무부에 하는
②설립문서(정관, 설립계약서) 원
경우,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본 2부; ③자본금 납입증명서; ④
제출 후 2영업일 이내에 법인설
법인설립 관련 비용 납입증명서;
립등기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⑤(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외
고 있고(회사설립등기절차에 관한
국법인의 등기부등본;
월 최소임금의 규정 제17조), 관할구청에 법인설
⑥(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설립
5 0 배(유한책 립등기를 하는 경우, 회사 설립에
자의 여권 사본;
임회사법 제 필요한 서류의 제출 후 3영업일
⑦신설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내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
14조)
회사명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회사설
원본;
립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⑧회사 직인 및 스탬프 초안 샘플 3개;
2009년 World Bank Database
⑨신설법인의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는 서류(경제주체등록통지절차에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관한 규정)
15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무
상 우즈베키스탄에서 회사 설립
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법인설
립등기까지 7영업일 정도면 법인
설립이 완료됨.

투르크메니스탄 법상 회사 설립
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2주 이
내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됨(회
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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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소설립자본금 측면에서 볼 때 키르기스스탄의 최소설립자본금이 2.1달
러로서 가장 작고,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순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한책임회사법상 또는 경제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
은 우리 주식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과 비교할 때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최소설립자
본금이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설립 기간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실
제로 소요되는 기간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카자흐스탄의 경우 서류
제출 후 1영업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20
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타지키스탄의 경우 법률에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
간이 5영업일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무상 2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약 11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법률과
실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경우 우즈베키스탄 법상 법무부에 회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회
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2영업일, 관할 구청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약 7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각국은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
보다 더 많은 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히 법인설립등기에 기간이
얼마가 더 소요된다는 단순한 의미보다 해당 국가들의 법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설립 기간에 대한 법률의 규정과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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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법률의 규정과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의 차
이가 큰 나라는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
다는 면에서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 여부
표 6-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 여부
국가 내용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제한 여부

카자흐스탄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외국인투자법 제3조).
구체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지분 49% 이상을 취득하는 데 제한
이 있고(국가보안법 제22-1조), 언론매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외국인, 외국법인, 무국적
자가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언론매체법
제5조).

키르기스스탄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산업분야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타지키스탄

항공분야의 경우, 회사 지분의 49% 이상을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외국인투자법 제8조).

우즈베키스탄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해 우즈베키스탄의 안보보장을 목적으로 일정한 경제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음(외국인투자법 제9조).
언론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은 허용
되지 아니하고(언론매체법 제8조), 보험 분야에서 외국보험회사는 독자적으로 재보험을
수행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책임보험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외국보험회사
는 상기 보험활동을 우즈베키스탄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음
(보험법 제27조).
이 밖에 조세피난지역에 있는 법인은 우즈베키스탄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유가
증권유통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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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통신, 언론매체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를 제한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분야
가 없으며, 타지키스탄은 항공분야를 제한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언론분야, 보험분야에
서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외국인투자제한은 다른 외국에서도 국방상의 목적 또는 자
국의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제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아시
아 국가는 러시아와 달리 지하자원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매력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용제도
가. 고용제도 비교의 의의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국에 법인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실무상 외국기업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진출하여 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
례들이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고용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
습기간 제도, 임금, 퇴직금, 휴가제도 등 노동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상 외국인투자자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요건 등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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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습기간, 임금, 퇴직금, 휴가제도의 비교
표 6-3. 수습기간, 임금, 퇴직금, 휴가제도의 비교
국가

수습기간

임금

퇴직금

휴가제도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최대 카자흐스탄에서 최소임금은 사용자는 사용자의 해산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보장 매년 국가예산법으로 정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하고 있고(노동법 제36조), 고 있고, 2010년 1월 1일 1월 평균급여를 지급하여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 부터 카자흐스탄 월 최소 하고, 인원감축을 이유로 고용
력이 부적격으로 판단된 임금은 1만 4,952텡게(т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1
카자흐 경우, 수습기간 종료 7일 енге)임(국가예산법 월 평균급여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스탄 이전에 서면으로 고용계약 제9조).
종료사유를 명시하여 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와 고용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요구로 고용계약을
수 있음(노동법 제37조 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3월 평균
1항).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57조).

유급휴가는 24일
이상이고(노동법
제101조), 출산
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6 0 일임( 노동법
제193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적
격으로 판단된 경우, 수습
기간 종료 3일 이전에 서
면으로 고용계약 종료사유
키르기 를 명시하여 근로자와 고
스스탄 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노동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
에게 유급휴가를
연 28일 보장하
여야 함(노동법
제116조).

키르기스스탄에서 최소임금 키르기스스탄 노동법상 고용
은 2010년 및 2011~12년 계약해지가 회사의 청산 또는
예상 공화국예산법(이하 ‘공 인원감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화국예산법’)에 따라 매년 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결정되고, 2010년부터 키르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퇴직
기스스탄 월 최소임금은 500솜 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
(сом)임. 한편, 공화국 자의 이전과 관련하여 근로자
예산법에 따르면 키르기스 가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스탄의 2011년부터 600솜, 을 거부하여 고용계약이 해지
2012년부터 700솜으로 정 된 경우 및 근로자가 건강상
해져 있음(공화국예산법 제 의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배를
16조).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노
동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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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계속
국가

수습기간

임금

퇴직금

휴가제도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2010년 월 최소임금은 인원감축 또는 근무조건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장(노동법 제33조)
80소모니(сомоний) 을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24일 이
게는 월 평균급여 이상의 퇴 상 보장하여야 함(노
임.
직금을 보장하여야 함. 한편, 동법 제85조).
퇴직 근로자가 퇴직 후 2개월
타지키
및 3개월째 될 때까지 취직을
스탄
하지 못하고 있고 퇴직 후 10
일 이내에 퇴직 사실에 대해
주민고용기관에 통보할 경우,
주민고용기관의 결정으로 월 평
균급여를 추가 퇴직금으로 지
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16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2010년 투르크메니스 ①이전 근무자의 복귀로 고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장(노동법 제28조)
탄 월 최소임금은 598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
자가 다른 부서(또는 장소)로 상 보장하여야 함(노
마나트(манат)임.
의 전직 거부로 고용계약이 동법 제86조).
해지된 경우 ③사용자의 근로
조건의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④근로자의 건강
상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르크
2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메니스
탄
지급함(노동법 제54조 제3항).
한편 회사의 청산 및 인원감
축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월 평균급여를 퇴
직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2월
동안 퇴직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경우 월 평균급여를 지
급함(노동법 제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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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계속
국가

수습기간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을 둠.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고용계약 해
지가 가능함(노동법 제
85조).

우즈베
키스탄

임금

퇴직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최 우즈베키스탄의 퇴직금은 인
소임금은 매년 대통령 원감축 또는 노동조건 변경
령으로 정하고 있고, 으로 해고된 경우, 월 평균
2010년 9월 13일자 급여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
우즈베키스탄 월 최소 됨(노동법 제109조). 다만,
임금은 45.215솜임. 퇴직근로자가 퇴직 후 10일
이내에 주민고용기관에 해고
에 대해 통보를 하였으나 퇴
직 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
에게 퇴직 후 2개월 동안
월 평균급여를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67조).

휴가제도
유급휴가는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도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는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
한 지 6월 이후에 신청이 가
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노동
법 제143조). 휴가기간과 관
련하여 유급휴가는 15일 이상
이어야 하고(노동법 제134조),
휴가일의 산정 시 6영업일로
계산됨(노동법 제139조).
출산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임(노동법 제
149조).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카자흐스탄은 월 최소임금을 101.52달러로 정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10.74달러, 타지키스탄은 18.51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은 미화 210달
러, 우즈베키스탄은 28달러로 정하고 있다.
임금 측면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있
어 보이고,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투자매력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문제 중 하나가 직원들의 퇴
직금이다.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우리 개념의 퇴직금 제도는 없고,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
르게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 시 1월 평균급여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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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아시아 각국의 퇴직금 제도는 우리의 퇴직금 제도와
그 성격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사용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월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회사의 청산
및 인원감축의 경우, 평균급여의 2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측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월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투르크메니
스탄은 주로 근로자 측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주 평균금여를 지급
하고, 회사의 청산 및 인원감축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월 평균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퇴직근로자가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을 못
할 경우, 추가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퇴직금 측면에서
고려할 때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투
자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유사한 투자매력
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퇴직금 규정은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24일, 키르기스스탄은 28일, 타지키스
탄은 24일, 투르크메니스탄은 30일, 우즈베키스탄은 15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은 유급휴가의 경우 우리와
비교하여 상당히 장기간 보장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매력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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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계약종료요건의 비교
표 6-4. 고용계약종료요건의 비교
국가

고용계약종료요건

카자흐
스탄

카자흐스탄 노동법 따르면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는 ①당사자의 합의, ②계약기간의 종료(노동법
제62조 제1항), ③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요청이다.
카자흐스탄 노동법상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고용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 고용자의 해산;
∙ 인원감축;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적격;
∙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 상당한 이유 없이 1일에 3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술, 마약, 아편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수 있는 안전행동규칙을 위반한 경우;
∙ 근무지에서 절도 또는 손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기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상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무의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불이행 등(노동법 제54조)

키르기
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노동법상 고용계약의 종료요건은 ①당사자의 합의, ②계약기간의 종료(노동법 제
62조 제1항), ③노동조건의 중요 조건을 변경한 고용주의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노동법
제71조), ④사용자의 고용계약 종료 요청임.
다음은 키르기스스탄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종료 사유임:
∙ 사용자의 해산;
∙ 인원감축;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적격;
∙ 회사소유자의 변경;
∙ 상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무의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불이행;
∙ 근로의무의 심각한 위반(1회) 등(노동법 제83조).

타지키
스탄

타지키스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의 종료 요건은 ① 당사자의 합의, ②계약기간의 종료(노
동법 제44조), ③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요청임.
타지키스탄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사용자의 해산;
∙ 인원감축;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적격;
∙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 상당한 이유 없이 1일에 3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법령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노동능력일시상실을 이유로 4월 이상 결근한 경우;
∙ 술, 마약, 아편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등(노동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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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계속
국가

고용계약종료요건

투르크
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노동법은 고용계약의 종료요건으로 ①당사자의 합의, ②계약기간의 종료, ③
고용계약 조건을 변경한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④근로자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거부한 경우, ⑤사용자의 고용계약 종료 요청 등으로 정하고 있음(노동법 제39조).
투르크메니스탄 노동법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음:
∙ 사용자의 해산;
∙ 인원감축;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적격;
∙ 회사 소유주의 변경;
∙ 건강상의 이유로 4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상당한 이유 없이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조직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 상당한 이유 없이 1일에 3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술, 마약, 아편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 심각한 고용계약 위반;
∙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수 있는 안전행동규칙을 위반한 경우;
∙ 근무지에서 절도 또는 손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기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상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무의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불이행 등(노동법 제42조).

우즈베
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상 ①당사자의 합의, ②계약기간의 종료(노동법 제97조), ③사용자의 근
로계약 해지 요청은 고용계약의 종료사유가 됨(노동법 제100조).
사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생산기술, 조직 및 노동의 변경, 노동인력의 변화를 초래하는 노동력의 감축, 노동성격의
변화 또는 법인의 해산;
∙ 근로자의 업무미숙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 근로자의 조직적인 고용의무 위반;
∙ 고용의무의 심각한 위반(1회);
∙ 시간제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규직원을 채용한 경우 및 노동조건에 따라 시간제 근로의 제한
으로 인해 시간제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회사 소유주의 변동으로 인한 사장, 부사장 또는 수석회계원 등과의 고용계약 해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고용계약 종료사유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
법은 종료사유를 비교적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사용자
의 고용계약 해지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를 노동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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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해고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고용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종료 사유
를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근로시간의 비교
표 6-5. 근로시간의 비교
국가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간을 초과할 수 없음(노 가능하고(노동법 제88조 제2항), 초
동법 제77조).
과근무는 1일 2시간, 중노동 및 유
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1일 1시간
카자흐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12시간, 1
스탄
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노
동법 제89조).
초과근무는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여
야 함(노동법 제127조).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야간근무시간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로 정의하
고 있음(노동법 제87조).
카자흐스탄 노동법은 근로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휴일근무가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노동법 제97조).
야간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이
상을 지급하여야 하며(노동법 제129
조), 휴일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2배
를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25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간을 초과할 수 없음(노 하고, 초과근무는 2일 연속 4시간을
동법 제90조).
초과할 수 없음(노동법 제100조).
초과근무에 대하여 첫 2시간은 근로
키르기
자가 지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1.5
스스탄
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2배 이상
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74조).

야간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노동법 제
169조), 휴일근무의 경우 평균임금
의 2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
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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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계속
국가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근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 국경일 및 휴일근무 시 근로자가 지
초과할 수 없음(노동법 제 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2배 이 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타지키
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 지급하여야 하고(노동법 제104조), 야
60조).
스탄
간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이
105조).
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06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근무는 근로자가 지급받고
투르크 초과할 수 없음(노동법 제 있는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
메
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20조).
59조).
니스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에 대
하여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하
여야 하고(노동법 제125조), 야간근
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21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무시간
은 주5일제 또는 주6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6일제
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은 7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우즈베 5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키스탄 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법 제115조).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일근무가 가능하
다고 규정(노동법 제130조).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상 야간근무시
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고, 야간근무는 법정 근무시간
보다 1시간 단축되어야 한다고 규정
(노동법 제122조).
휴일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하
여야 하고(노동법 제157조), 야간근
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43조).

초과근무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
의가 있어야 하고, 24시간 교대
근무(12시간 근무) 및 특별히 힘
든 노동 및 유해한 노동에 대해
서는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
음(노동법 제124조).
한편,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1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노동법 제125조).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
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노동법 제157조).

우즈베키스탄(1992년), 카자흐스탄(1993년), 키르기스스탄(1992년), 타지키스탄
(1993년), 투르크메니스탄(1993년)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이고, 키르기
스스탄은 현재까지 ILO 관련 53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48개 협약,
투르크메니스탄 6개 협약, 우즈베키스탄 13개 협약, 카자흐스탄은 18개의 국제노
동기구 관련 협약에 서명 및 비준하였다.

제6장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257

이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
로 개정되어 가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등에 대한 규정은 우리의 노동법과 매우 유사하고, 따라서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노동법이 투자매력도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비교의 의의

투자유치국의 조세제도는 투자자들의 사업수익성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는 바,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 중 하나이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를 통
해 각국의 조세제도를 상세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지면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
세 등 주요 세목을 위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조세협약 체결
여부, 과소자본과세제도 채택 여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조세제도 측면에서 중앙
아시아 각국의 투자매력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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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세목의 비교
표 6-6. 주요세목의 비교
국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카자흐스탄의 법인세
는 2009년 1월 1일부
터 20%이고, 2013년
카자흐
법인재산제 1.5%
12%
1월 1일부터 2014년 개인소득세 10%(세법 제158조)
스탄
(세법 제268조) (세법 제398조).
1월 1일까지 17.5%
의 법인세가 적용됨
(조세법 제4조).

키르기
10%(세법 제213조)
스스탄

10%(세법 제173조)

개인 및 법인의 재산세에 대
하여 주택, 아파트, 별장 등
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0.35%의 세율
12%
(세법 제227조) 을 적용하고,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아파트, 펜
션, 상가건물 등에 대해서는
1.0%의 재산세를 적용.

개인소득세는 100소모니까지는
타지키
8%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소
18%
15%(세법 제144조)
스탄
모니 이상은 13%의 세율이 적 (세법 제224조)
용됨(세법 제140조).

해당사항 없음.

투르크
메니스 8%(세법 제172조)
탄

해당사항 없음.

10%(세법 제192조)

법인세는 9%의 세율 과세소득이 최저임금의 6배까지
이 적용됨(대통령포고 는 11%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제1245호 부속서 7). 과세소득이 최저임금의 6배 이
상 10배까지는 최저임금의 6배
에 대한 세금+초과분의 17%의
우즈베
키스탄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최
저임금의 10배 이상인 경우, 10
배에 대한 세금+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됨(대통령포
고 제1245호 부속서 8).

15%
(세법 제103조)

20%
(대통령포고
제1245호
제3항)

법인재산세는 3.5%이며(대
통령포고 제1245호 부속서
17), 개인 재산세는 0.5%임
(대통령포고 제1245호 부속
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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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는 카자흐스탄 20%, 키르기스스탄 10%, 타
지키스탄 15%, 투르크메니스탄은 8%, 우즈베키스탄 9%의 법인세율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법인세율만 고려한다면 투자매력도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
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이다.
다만 법인세의 검토 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각국의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항목 및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내용이다.
즉 법인세는 총소득에 대해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바, 비
용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법인에 유리하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이 많으면 실질적으
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와 관련한 투자매력도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각국 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항목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카자흐스탄은 10%, 키르기스스탄 10%, 타지키스탄은
100소모니까지는 8%, 100소모니 이상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투르크메
니스탄은 10%, 우즈베키스탄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1%부터 22%까지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동일하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동일하게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15%, 타지키스탄이 18%, 우즈베키스탄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긍정적인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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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경우,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재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카자흐스탄은 법인재산세 1.5%를 부과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재산세에 대해 사업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0.35%(비사업목적) 및
1.0%(사업목적)를 부과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법인은 3.5%, 개인은
0.5%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투자매력도는 우즈베키스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조세협약 체결 여부 및 의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조세협약의 기본 취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 한 곳에서만 과세를 하여 조세
의 이중부담을 없애자는 것으로서 조세협약의 체결 여부는 해당 국가에 투자매력
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우
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뿐이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아직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
지 않다.
조세협약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는
긍정적이나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조
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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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소자본과세제도 채택 여부 및 의의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이 과소자본과세제도를 두고 있는지 여부
도 외국인투자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
스탄은 세법상 과소자본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은 과소자본과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소자본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
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매력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부동산 제도
가. 부동산 제도 비교의 의의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국에 투자 시 공장 및 상가를 짓기 위해 토지 등이 필요하
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구입할 것인지 또는 임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자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 건물, 공장 등
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소유권 제도를 대신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는 구소련의 잔재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 토지소유권을 인
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며, 이들 나라는 토지소유권 제도를 대신하여 토지사
용권, 임차권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법적 성
격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토지소유권 제도 인정 여부 및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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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성격이 어떻게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이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권을 대신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특징,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회사에 주택소유권, 상가, 공장 건물, 관광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제도
표 6-7.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제도
국가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제도

∙ 기본적으로 토지소유권 인정;
∙ 주택건설, 공장 및 상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경우,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도 토지
소유권 인정(토지법 제23조);
∙ 농지의 경우에 농업을 수행할 목적을 가진 카자흐스탄 시민 및 카자흐스탄 법인에만 제공되고,
카자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는 농지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음(토지법 제24조);
스탄
∙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지소유 등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지 않음;
∙ 카자흐스탄 토지법은 토지소유권 이외에도 토지영구사용, 토지임시사용권 등의 토지사용권제도를
두고 있음(토지법 제29조);
다만, 외국인에게는 토지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이 제공되지 않음(토지법 제36조).
∙ 키르기스스탄 토지법은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소유는 제한
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 토지법은 ①외국에 설립된 법인 ②키르기스스탄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외
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설립자이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다수 의결권을 가지거나 이사회 또는
집행기관의 다수 선임권을 갖는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회사 지
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국가간 협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간주하여 이 법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토지법 제1조 제1항);
키르기
스스탄 ∙ 키르기스스탄에서 외국법인으로 간주된 경우, 해당 법인에는 ①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제공
이 허용되지 않고 ② 거주지의 토지는 임시사용권(50년 이하) 형태로만 제공되며 ③거주지 이외
의 토지에 대한 임시사용권은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제공됨(토지법 제5조);
∙ 키르기스스탄 토지법은 토지법, 관련 법령, 계약상의 토지제공 조건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토
지 소유권 및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의 허가 없이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토지영구사용권과 임시사용권이 매매의 대상
이 됨(토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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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국가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제도

타지키
스탄

∙ 타지키스탄 토지법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
지 않음(토지법 제2조);
∙ 토지소유권을 대신하여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토지항구상속사용권, 토지임차권(20
년 이하) 형태의 토지사용권제도를 두고 있음(토지법 제14조);
∙ 타지키스탄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50년 이하의 토지임시사용권을 제공함. 다만, 법령으
로 특별히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토지사용권
제공이 제한됨(토지법 제25조);
∙ 토지사용권자는 토지사용권을 임대로 제공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음(토지법 제
19조);
다만, 타지키스탄에서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므로 토지의 매매 및 증여는 인정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투르크
메니스
탄

∙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및 법인에 토지영구사
용권 및 임시사용권도 허용;
∙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는 토지 임차권만 제공(토지법 제17조);
∙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토지 임차권의 제공은 시설물 및 농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의 건축,
임시시설물의 건축 시 제공됨;
∙ 토지임차권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함(토지법 제48조);
∙ 토지임차권은 건설을 목적으로 할 경우 40년까지 제공되고, 임시상가, 창고 등의 시설물 건축
에는 5년까지 제공됨(토지법 제44조);
∙ 토지사용권,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투르크메니스탄 시민 및 법인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토지법
제116조).

우즈
베키스
탄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사유화가 진행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국가소유임(토지법 제16조);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소유권을 대신하여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토지항구상속점
유권, 임차권의 권리형태가 존재함;
∙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도 법령이 정할 절차에 의거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의 영
구사용권, 임시사용권 및 임차권의 취득이 가능함(토지법 제20조 및 제24조);
∙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은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토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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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카자흐스탄뿐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민에게만 토지소
유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인정은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및 외
국투자법인에 토지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카자흐스탄에 진
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토지영구사용권 및 임시사용권을 매매의 대상으로 인정하
고 있고, 타지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을 임대로 제공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매력도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을 매매, 담보, 증
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조속히 토지소유권제도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면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을 매매, 담보,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토지소유권제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카자흐스
탄이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아 보이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낮
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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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소유권, 상가, 공장건물 소유권, 관광시설물
표 6-8. 주택소유권, 상가, 공장건물 소유권, 관광시설물
국가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주택소유권

상가, 공장건물 소유권

관광시설물

∙ 카자흐스탄에서 상주하는 외국인에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투
한하여 주택 소유를 허용하고, 임시 자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상
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주택 소유 가 및 공장 등을 소유하는 데
를 허용하지 않음(외국인 법적 지위 법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에 관한 법률 제9조);
∙ 카자흐스탄 법률은 외국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음.
외국인, 외국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키르기스스탄에서 외국인, 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외국법인에
위해서는 부처간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국법인이 상가, 공장 건물을 게 익시쿨의 레크리에이션 및 관
받아야 함(키르기스스탄에서 외국법인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음. 광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는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의 양
및 외국인에게 주택, 아파트 양도에 관
한 위원회 결의 승인에 관한 정부령 제
도를 대신하여 외국법인에는 레
크리에이션 및 관광 시설물에 대
82조).
한 49년 이하 임시사용권(Прав
о сро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을
인정하고 있음(익시쿨 환경-경제
시스템 발전법 제20조).
타지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상가
게는 주택소유가 허용됨(타지키스탄에서 등의 소유권 인정하고 있음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법 제235조).

제한 없음

∙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 외국법인에 상가, 공장 등의
인 및 외국법인은 투르크메니스탄 민 소유권 취득에 제한 없음.
사법상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외국인투자
법 제3조).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투
투르크메
자법상 외국법인에는 외국법인의 지
니스탄
사 및 연락사무소도 포함됨(외국인투
자법 제1조 제2항);
∙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의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이 주택을 소
유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2조).

제한 없음

타지키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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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국가

주택소유권

상가, 공장건물 소유권

∙ 우즈베키스탄 시민,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국법인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음. 다만, 법인의 경우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주택법 제
2조 및 제11조).
∙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
켄트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
즈베키스탄 내무부가 발급한 거주증(в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회사가
우즈베 д на жительство) 및 거주등록 특별
상가, 공장 건물 등의 소유
키스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대통령령
권에 제한 없음.
제2240호 및 내각령 92호 제2조). 실
무상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주택
을 소유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로
움;
∙ 대사관 직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직원 등은 특별 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타슈켄트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음
(내각령 제92호 제4조).

관광시설물

제한 없음

외국인의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택취득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관련 부처의 허
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취득 측면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비해 투자매력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
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아시아 각국은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회사가 자국의 상가, 공장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투자매력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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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물에 대해 중앙아시아 각국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관광산업을 보호하
여야 하는 국가적 특징 때문에 외국법인이 이시쿨 지역에서 관광시설물을 소유하
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이 지역 관광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투자자에
게 투자매력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 비교의 의의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시 투자국 법률이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자국기업과 동등한 대우 또는 특혜의 제공, 국유화에
대한 보장, 법률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보장, 과실송금(이윤회수)의 보장 등에 대
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결정 이전에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실무상
으로도 법률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투자매력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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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투자자 권리보장의 내용 비교
표 6-9. 외국인투자자 권리보장의 내용 비교
국가

권리보장의 내용

·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법은 헌법, 본법, 기타 법령 및 카자흐스탄이 체결하고 비준한 국
제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동법 제4조).
· 국유화에 대한 보장
카자흐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법은 ①국유화는 법령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②국유화로
스탄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시장가격보상 원칙을 정하고 있음(동법 제8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혜택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이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
다고 판단된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1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키르기스스탄 외국인투자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
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법인 및 자연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음(동법 제4조).
· 자유로운 과실송금의 보장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투자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실송
금을 보장하고 있음(동법 제5조).
키르기 · 국유화(수용)에 대한 보장
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①외국인투자 자산의 국가 수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②국유화(수용)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
해 국가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조).
· 법률의 변경에 대한 보장(불리한 변경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외국인투자법은 법률의 변경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시부터 10년간 투자 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외국인
투자법 제2조).
·
·
·
·

외국인투자자 활동의 법적 보장(투자법 제5조)
외국인투자자의 차별금지 보장(투자법 제4조)
투자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외환거래 수행(투자법 제8조)
외국인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기관 활동의 투명성 보장 및 투자활동에 국가기관의
개입 금지(범죄행위 제외) (투자법 제9조)
타지키
· 법률의 변경에 대한 보장(불리한 변경의 경우)
스탄
타지키스탄 투자법은 타지키스탄의 투자 관련 법령의 변경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법령의 변경 및 보완이 있는 때로부터 5년간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수 있
음(투자법 제5조).
· 국유화 및 수용에 대한 보장(투자법 제11조).
· 수익의 자유로운 처분 보장(투자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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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계속
국가

권리보장의 내용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동법 제8조)
· 법률의 변경에 대한 보장(불리한 변경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가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결정으로 수행된 경
우, 법률의 변경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시부터 10
년 동안 투자 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투르크메니스탄 세
투르크 법에 적용됨. 다만, 투자국의 법률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주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
메니스 투자국의 이 규정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투자국의 회사에도 적용됨(동법 제8조).
탄 · 과실송금의 보장(동법 제21조 제2항)
·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외국인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국인투자자에게 정보접근이 허용되어야 함(외국인투자법 제24조).
·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등록되어야 함(동법 제19조 제3항).
· 다양한 형태의 투자 보장(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이 ①지분참여 ②법인설립 ③재산취득 ④자원개발
등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동법 제5조).
· 외국인투자자의 차별금지 보장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법인에 내국 법인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투자활
동을 보장함(동법 제9조).
· 국유화에 대한 보장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법의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투자
자산의 국유화 및 수용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우즈베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국유화 및 수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
키스탄 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5조).
· 법률의 변경에 대한 보장(불리한 변경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법은 법률의 변경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시부터 10년간 투자 시의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여 외국
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동법 제3조).
· 과실송금의 보장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거 세금 등을 납부한 경우, 자유
로운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음(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법 제7조 및 제8조). 하지만 우
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 외환부족으로 인한 태환의 문제로 인하여 과실송금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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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각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투자보장, 외국인투자자의 차별금지, 법률
의 변경에 대한 보장, 국유화에 대한 보장, 과실송금 등의 보장을 하고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각국은 일부 규정에서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유
화의 보장에서 카자흐스탄은 국유화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시장가격으로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도 실질적인 보상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우즈베
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시장가격으로의 보상 또는 실질가격
보상 원칙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 시장가격이 아
닌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이 외국인에 대한 투자매
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로 외국인투자자 재산을 국가가 수용 시 시장가격으
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앙아시아 각국은 법률로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실제로 심각한 태환의 문제로 과실송금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투자매
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태환 문
제는 외국투자자에게 우즈베키스탄 투자 결정 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리한 법률의 변경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10년간 불리한 법률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고, 타지키스탄의 경우 5년을 보
장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투자법이 불리한 법률의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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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제도 분야 투자매력도 종합 평가
이상에서 회사 설립, 고용제도,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장
을 중심으로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법ㆍ제도를 평가
해보았다.
각 나라의 법ㆍ제도를 연구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겠지
만 그에 못지않게 법령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법ㆍ제도 측면에서 각국의 투자매력도를 비교할 때 법령의 규정 이외에도 실제로
어떻게 법령에 따라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반영되어야 좀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률 규정을 기초로 법인설립, 고용관계,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외국인투자보장제도 등과 같이 해외 투자 시 가장 기본적으
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의 법ㆍ제도를 검토하고 법ㆍ
제도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비교해보려고 하였다.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에서
투자매력도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특이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설
립기간의 경우 법률의 규정과 실무상 실제 소요되는 기간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
고 있는 점은 중앙아시아 법ㆍ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 규정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고용계약해지 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써 노동유연성 측면에서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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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아아시아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은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
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매력도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법인 및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투자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토지사용권 및 임차
권의 매매,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은 점은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투자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각국은 일반적으로 공평한 대우,
불리한 법률의 변경, 국유화로부터의 보장, 과실송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국유화로부터의 보장 부분에서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우즈베키
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유화 시 시장가격 보
상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이는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고, 과실송금 부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태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과실송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요
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환경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전반적인 문제는 법률규정 자체보
다도 법률 규정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 집행 의지, 준법 의식 등이 투자매력도에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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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매력도의 종합분석
본문의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경제적ㆍ정
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투
자 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
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전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
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
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
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
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
체로 경제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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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 활동의 자유, 공무원의 부패 등의 문제를 비롯한 정책적 부문에서의
열악한 환경이 투자매력도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 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
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
력도에서 고정자본 형성에서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
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
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의 양
적ㆍ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제도와 교육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의 능력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체
적인 교육의 내용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체제전환기를 겪으면서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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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동안 교육, 훈련, 고용간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마케팅,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필요하며, 커리큘럼과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국
가의 고등교육기관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수업 내용이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우
가 있으며, 교수법 및 교과방법론도 과거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부패 문제도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최소설립자본금 측면에
서 볼 때 키르기스스탄의 최소설립자본금이 2.1달러로 가장 작고, 다음으로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이다. 또한 법인설립 기간의 경
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임금이 높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
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비교적 낮게 파악되었다. 또한 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24일, 키르기스스탄은 28일, 타지키스탄은 24일, 투르크메니스탄은
30일, 우즈베키스탄은 15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는 투르크메니스
탄(8%), 우즈베키스탄(9%), 키르기스스탄(10%), 타지키스탄(15%), 카자흐스탄
(2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
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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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국유화 과정에서의
투자자산 보장에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시장가격 보상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투
자매력도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사항인 과실송금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실송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투자매력도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본문의 네 가지 측면에서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
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표 7-1.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

인프라
요인

법ㆍ제도
요인

경제

정책

자원부존

산업

카자흐스탄

3

3

3

3

3

3

키르기스스탄

1

2

1

1

2

3

타지키스탄

1

2

1

1

1

2

투르크메니스탄

2

1

3

2

1

1

우즈베키스탄

3

1

2

3

3

2

주: 3점이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1점이 낮은 것을 나타냄.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
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
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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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제 경제기구들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환경 평
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2. 국제기구의 투자환경 평가
Doing Business
(2010년 조사대상 183개국)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09년 조사대상 133개국)

카자흐스탄

59

67

키르기스스탄

44

123

타지키스탄

139

122

투르크메니스탄

-

-

우즈베키스탄

150

-

러시아

126

64

자료: Doing Business 2011. WB/IFC, 2010; www.weforum.org.

[표 7-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와 비교하면, 2010년
조사된 183개국 중 키르기스스탄이 44위, 카자흐스탄이 59위, 타지키스탄이 139
위, 우즈베키스탄이 150위를 기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조사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110)
EBRD의 2010년 ‘이행기 리포트’의 평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111)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지수 평가(The

110) Doing Business 2011, WB/IFC, 2010.
111) Transition Report 2010, EBRD, 20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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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는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9~10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이 6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
지했으며, 타지키스탄이 122위, 키르기스스탄이 123위를 차지했다. 국제적인 조사
기관의 평가에서도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투자매력
도를 다른 국가들인 러시아나 EU와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러시아와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구소련으로 같은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1990년대 이
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U 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EU와의 비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투자 환경
에서 선진국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비교하면, 종합 순위에서 러시아는 126위
로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높았으나,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보다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영국, 덴마크, 노르
웨이 등은 종합평가에서 10위 이내의 순위를 차지했다.
EBRD의 2010년 이행기 리포트 평가에서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보다는 높으나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보다는 낮은 이
행 지수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는 러시아는 카자흐스탄보다 4단계
위인 64위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본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투자매력도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기존
의 경제지표들이나 제도 환경 등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다지 투자매
력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여러 곳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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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잠재적인 투자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점차로 러시아나 중국,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이 지역 이외에
러시아나 다른 CIS 국가, 중동지역 등을 염두에 둔 투자 대상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에너지 부문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도 유망하
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도 인프라 개선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증대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환경이 점차 향상될 것으로 전
망된다. 법ㆍ제도 측면에서의 미흡한 부분들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간의
관세동맹과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세계 경제기구와의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투자매력도를 모두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투자매력도는 현시점에서의 경제 통계 지표나 자원개발 자료, 외국인투자 자료
등을 이용하여 평가된 것보다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매력도 평가는 기존에 제기되어온 다양한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즉, 투자매력도의 정책적 요인에서 제기된 정치적
불안정 문제나 법ㆍ제도 요인에서 언급된 법률 규정에 대한 정부의 집행 의지 미
흡 등이 개선되고, 인프라 요인에서 제기된 부족한 운송, 물류, 교육 시설에 대해
정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잠재적인 투
자매력도가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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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대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 진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방법을 따라 투자매력도 요인별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분석에 따른 투자매력도 평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비록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성장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할 때, 이 국가들에 대한 진출은 매우 유망
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투자매력도
가 높다. 인구가 많고 아직까지 임금 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현지의
주요 산업에 투자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경제개발과 산업다각화가
가장 진전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IT, 금융 부문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자원부존 요인 분석에 따른 투자매력도 평가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
원에너지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에너지 부문에는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외국 정부나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
개발 사업에는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형 유전, 가스
관으로부터 송유관과 가스관을 중국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된 중국으로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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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절실한 상황이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공급처의 역할을 하게 되었
다. 향후에도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 천연가스와 함께 희토류, 우랴늄을 비롯한 광물자
원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도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
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투자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하
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여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향후의 투자에서도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와 같이 보다 경쟁력을 갖춘 에
너지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부문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요인 분석에 따른 투자매력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인프라 부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한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교통, 물류, 전력, 용수 등의 산업 기초 인프라가 매우 취
약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적 자원 생산을 위한 교육 인프라
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문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다. 도로나 항만, 상하수도 시설 건설이나 물류 시설 현대화 등의 부문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 부문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매우 활발하게 이러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민간 기업이 현지의 공항 물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시설을 건립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부나 기업의 이미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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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켜 향후의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법ㆍ제도 요인 분석에 따른 투자매력도 평가에서는 기존에 인식되고 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활동에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기
존의 법과 제도도 집행 과정에서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은 투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만의 현상은 아니며, 러시아와 다른 CIS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
주의 체제의 급속한 해체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구 시스템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는 상황을 맞았다. 더구나 이 지역 국
가들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동시에 경제적인 침체, 후퇴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늦추어지게 되었고, 투
자는 극도로 부진하여 필요한 투자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일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ㆍ제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개
선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나 국제 경제기구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 개방을 통해 법이나 제도의 취약한 부분이 개선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법ㆍ제도나 비즈니스 관행의
특징, 외국 기업의 진출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현지의 제도나 관행을 명확히 파악
하고, 각 세부 항목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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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의 사업 현장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연구자들이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한 뒤,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여 이미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한다면 개별 기업의 투자위험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진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각 요인별 투자매력도 평가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와 함께,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ㆍ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ㆍ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투자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
제 환경의 변화는 이 지역 국가들 내에서 진행되는 대내적 환경의 변화와 중앙아
시아 국가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구분된다.
첫째, 대내적 환경 변화로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8년의 금융위기에 전반적으로 적지 않
은 타격을 받았으며, 아직도 이러한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수출국들은 국
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카자흐스탄과 같이 금융 부
문이 개방된 국가에서는 금융 부문의 부실이 심화되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타
지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제에 크게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경제 침체에 동반하여 경제 침체를 겪었다. 여기에 키르기스스탄에서
는 2010년 초 내전과 과도 정부의 수립으로 정치적 상황이 크게 불안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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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원에너지가 부족하여 농업이나 일부 광물 생산에
의존해온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물론이고, 자원에너지가 풍부하여 이를 통
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 새로운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고, 다른 산업을 지원하거나 외국의 투자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전략 중에는 산업 다각화,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교육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 다각화와 인프라 투자는 직접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의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발전전략의 실행을 통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둘
러싼 이 지역의 정치ㆍ경제 환경이 외부로부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
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ㆍ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10년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이 이
루어졌다. 이를 통해 여기에 참여하는 3개국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향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의 경제 관계도 더욱 밀접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이 관세동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하여, 세계 다른 지역에
서와 같은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참여하는 카스피해 연안 국
가들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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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의
5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담은 2002년 투르크메니
스탄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07년과 2010년에 개최되며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의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계 최대의 정부간 안보 협력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
상회담이 2010년 12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회의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56개 회원국과 12개 협력동반자국,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
표들이 참여하여,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정치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앙
아시아가 처음으로 세계 정치외교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
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의 정치ㆍ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
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
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
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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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
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
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
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
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89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명구. 20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은행산업 연구: CIS 및 동유럽국가와 비교
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7권 2호.
강명구.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6권 2호.
강명구ㆍ윤재희. 2005. 중앙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의 경제. 선학사
고재남. 2008.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정책｣. 제19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권 율. 2009. 한ㆍ중앙아시아 중장기-권력별 교육협력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 2009. ｢한-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 대책｣. 기획재정부.
김화년ㆍ정호성.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투자환경 변화｣. 전략지역심
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귀식. 2009. ｢중앙아시아국가의 에너지전략과 중국의 대응｣.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
화.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박상남ㆍ강명구. 2007.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략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은경제연구소. 2010. kdb 2011 경제ㆍ금융ㆍ산업 전망: 유가-강명구. 산업은행.
삼성경제연구. 2010. ｢새로운 성장동력: 신흥국 인프라시장｣. CEO Information, 제747호.
성원용. 2009.｢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교통전략 2015｣와 통과수송 발
전전략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경제ㆍ에너지ㆍ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원용. 2009. 카자흐스탄의 교육현황과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신효숙. 2007. 우즈베키스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신효숙. 2009. 한ㆍ우즈베키스탄 중장기 교육협력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자원개발 진출전략｣. 에너지경
제연구원.
윤성학. 2009. ｢중앙아시아 무역-투자 환경과 투자 유망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성학. 2010. ｢러시아 극동지역 플랜트시장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러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윤성학 외.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이재영ㆍ신헌준 편저. 2007. 한국의 주요 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외. 2008.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ㆍ윤성학. 2006.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한국무역협회.
조영관 외. 2009.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관ㆍ이시영. 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
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 2010. 2010년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중동ㆍ아프리카ㆍCIS. KOTRA.
한국교육개발원. 2008. 재외동포 연계 교육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수탁연구 CR 2008-4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학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교육인적
자원부.
홍성웅. 2006.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영문자료]
ADB. 2009. CAREC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Partnership for Prosperity. Mandaluyong
City: ADB.
AFP. 2009. 11. 27. “Russia, Belarus, Kazakhstan Agree on Customs Bloc.” http://www.google.com/
hostednews/afp/article/ALeqM5hhhRJ9j5xSuRfKhSqW89pOhpSt7w(2009년 12월 5일
검색).
Akorda. 2003.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03-2015.” http://www.akorda.kz/www/www_akorda_kz.nsf/5A3A1C177D0A90
A8462572340019E5C6/$FILE/en1.doc(2008년 10월 30일 검색).
Arastou Khatibi. 2008. “Kazakhsta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Vis-ÀVis the
EU-27.”ECIPE. http://www.ecipe.org/publications/ecipe-policy-briefs/kazakhstan2019s
-revealed-comparative-advantage-vis-a-vis-the-eu-27/PDF(2009년 12월 5일 검색).
Auty Richard. 2003. “Natural Resources and Gradual reform i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Natural Resources Forum 27.
Auty R. M. 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resource-driven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45.
BMI Consulting Report. 2010. Kazakhstan Power Report, Q1. BMI Consulting California.

참고문헌 291

BP. 201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ritish Petroleum.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09. Central Asia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Londo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Dunning J. H. 1988.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Unwin Hyan. London,
______. 1988b.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p. 1-31.
(Summer)
EIA. 2008. Caspian Sea Region Country Analysis Brief. EIA.
EIU. 2009. Country Report Kazakhstan. (September)
EUROSTAT. 2008. The European Union and the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Statistical Comparison
Filatova, Irina. 2009. 12. 01. “ustoms Union Agreed With Belarus, Kazakhstan.” The St.
Petersburg Times. http://www.times.spb.ru/idex.php?ation_id=2&story_id=30445(2009년
12월 5일 검색).
Grigoriou, Christopher. 2007. “Landlockedness, Infrastructure and Trade: New Estimates
for Central Asian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335. The World
Bank.
Hausmann R., Rodriguez F. and Wagner R. 2006. “Growth collapses.” CID Working
Paper No. 136.
IBRD/World Bank. 2007. Connecting to Compete 2007: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_. 2008. Improving Trade and Transport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Contributions to Implementing the Almaty Programme of Action.
(October)
______. 2010. Connecting to Compete 2010: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0.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Geneva: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09.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2009. CIS. Geneva: ITU
IMF. 20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0. 10.” IMF.

29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Iradian G. 2007. “Rapi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Growth-accounting Approach.”
IMF Working Paper 07/164.
Kharel, Paras and Anil Belbase. 2010. “Integrating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into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through trade facilitation.” Asia-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on Trade(ARTNeT). Working Paper Series. No. 84. (September)
Parkash, Manmohan. 2006. Connecting Central Asia: A Road Map for Regional Cooperation.
ADB.
Reiljan J. et al. 2001. “Attractiveness of CEE countries for FDI.”
Rodrik D. 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Sachs J. D. and Warner A. M. 2001.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45.
Saskia K.S. Wilhelms.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determinants in emerging
economies.” USAID African Economic Policy Paper, Discussion Paper No. 9.
UNESCAP. 2003. Transit Transport Issues in Landlocked and Transit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United Nations.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Kazakstan.
______. 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Kyrgyzstan.
______. 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Tajikistan.
______. 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Turkmenistan.
______. 2010. 2010 Investment Climate Statement-Uzbekistan.
USGS. 2010.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USGS.
WBMS. 2010.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WBMS.
World Bank. 2010. BEEPS At-A-Glance 2008. Cross Country Report. (January)
World Economic Forum. 200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Geneva:
World Economic Forum.
[노문자료]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2006.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Как увеличить выгоды от торговли
посредств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транспо
рта и таможенного транзита.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2006.

참고문헌 293

Avesta Investment Group. 2009. 10. 21. Комментарий по торгам на РФ
Б Тошкент: Итоги Сентября 2009 года.
Delo. UA. 2009. 11. 18. “Россия отказалась тянуть с собой в ВТО Казахстан и Беларусь”
http://delo.ua/vlast/mezdynarodnaya-politika/rossija-otkazalas-tjanut-s-soboj-vtokazahstan-i-belarus-134118(2009년 12월 5일 검색).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http://www.industrialpark.kz/ru/strate-

gic-disposition.
Титюхин Николай. 2008. Овчаренко Нина, “BМодель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
мы Казахстана.”ЛОГИНФО, № 3.
Титюхин Николай. 2007. Овчаренко Нина, “”Терминально-склад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
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Современный склад, № 6.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15 года. 2006.
ТЭК Казахстана 2009. Запасы, добыча, инвести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ловой журнал
KAZAKHSTAN. № 4, http://www.investkz.com/projects/195.html.
ЕЭК ООН. 2007. Рамо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для конференции Центарльная Азия и Европ
а: Но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 XX веке. Улучшение делового и инвести
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средством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действия региональному экономи
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ГАЖК. 2009. Аналит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о развитии железнодоро
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09. 11. 11. http://www.uzrailway.uz/rus_p_5_p_.html?id=204
Аге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5.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подготовки населения,” Аиалитическая записка, 2005. 4. 18.
Аге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8. Казахстан в 2007 году. Статистич
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2006.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Как увеличить выгоды от торговли
посредств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транспо
рта и таможенного транзита.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2006.
ЕЭК ООН. 2007. Рамо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для конференции Центарльная Азия и Европ
а: Но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 XX веке. Улучшение делового и инвести
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средством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действия региональному экономи

29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ГАЖК. 2009. Аналит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о развитии железнодоро
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09. 11. 11. http://www.uzrailway.uz/rus_p_5_p_.html?id=204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СНГ (Статкомитет СНГ), Статистически
й ежегодник на CD-ROM.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 Д
ОЛГОСРОЧ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ДО 2020 ГОДА(п
роект), Астана,
ПРООН. 2005. Доклад о челове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й оценке достиже
ния целей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Всех(ОДВ), ПРООН. Алматы.

[인터넷자료]

세계경제포럼(http://www.weforum.org)
카자흐스탄 통계청(http://www.stat.kz)
카자흐스탄 중앙은행(http://www.nationalbank.kz)
카자흐스탄 국영정보센터(http://www.inform.kz/rus)
카자흐스탄 정부(http://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대사관(http://www.kazembassy.org)
카자흐스탄 농림부(http://www.minagri.kz/en/nat.php)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http://mgm.gov.kz/)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 사이트(http://www.memr.gov.kz)
카자흐스탄 풍력에너지 개발 관련 사이트(http://www.windenergy.kz)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식 사이트(http://www.akorda.kz)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공사(http://www.kmgep.kz)
카자흐스탄 국영전력공사(http://www.kegoc.kz)

참고문헌 295

우즈베키스탄 통계청(http://www.stat.uz)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http://www.cbu.uz)
우즈베키스탄 정부(http://www.gov.uz)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회사(http://www.ung.uz)
우즈베키스탄 국영전력공사(http://www.uzbekenergo.uz)
키르기스스탄 통계청(http://stat.kg/)
타지키스탄 통계청(http://www.stat.tj/)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http://stat.gov.tm/index_ru.htm)
카자흐스탄 국영정보센터(http://www.inform.kz/rus)

•
•
•
•
•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FDI Attractiveness in Central Asia and Entry
Strategies of Korea into Central Asia
Young Kwan Jo et al.
This study covers 4 areas - economy and policy,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
infrastructure, and law and institutions - to analyze FDI attractiveness of the 5
Central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our analysis,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each Central Asian
coun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conomic and policy
factors for attracting FDI, Kazakhstan has the highest attractiveness by virtue of
economic scale and income level; but the other 4 countries are much less so. As
for pot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Uzbekistan is the most attractive because
of its population, with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the Central Asian republics.
In the area of policy, Kazakhstan and Kyrgyzstan are more attractive than the
other 3 countries because of their opennes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fewer
regulations that can constrain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foreign companies. In
political stability, Kazakhstan and Turkmenistan score comparatively well; whereas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do not. In government effectiveness,
Kazakhstan has the best indicators while those for the other 4 countries are low.
But overall, the Central Asian region made up of those 5 countries is not a
very attractive choice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presently, due to a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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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population and low income level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investment for entry into this new market ha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larger regional market, the CIS, rather than just the individual countries in
Central Asia. Even though Central Asia is a small market, it should be noted that
4 countries have recently posted steady economic growth, which is expected to
last into the foreseeable future. Kyrgystan is the outstanding exception, as it has
which has recently undergone a political crisis.
Second,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higher FDI attractiveness because of their energy, mineral resources, and
relatively robust agricultural sectors; Turkmenistan also has potential due to its
abundant natural gas reserves. Attractiveness of Kyrgyzstan will increase if its rare
earth deposits are exploited and developed actively. As for the industrial sector,
Kazakh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have higher attractiveness for
establishment of fixed capital.
Third, there is the problem of Central Asia having insufficient infrastructure in
general. However, as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competitive in air transport;
Kazakhstan and Kyrgyzstan has higher attractiveness in distribution;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high wire or wireless distribution rate; and Kazakhstan has
the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rate; all in relative terms.
Fourth, in terms of law and institutions, the legal process for establishing
corporations is the simplest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while the country
requiring the highest number of documents / certifications is Turkmenistan.
Meanwhile, setting up businesses in Uzbekistan takes the longest in terms of the
time required. As for real estate, 4 countries except Kazakhstan do not recognize
ownership of land by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ers. In connection, lease,
rent, and loan by credit are not recognized i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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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them the least attractive in this area.
The conclusions of our analysis reveal that Kazakhstan is the most attractive,
followed by (in order) Uzbekistan, Turkmeni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Turkmenistan is presently implementing a policy of openness to the world as well
as vigorous policies to attract investment, which has had an important effect in
increasing the country’s investment attractiveness. Completion of a gas pipeline to
China also positively influenced its investment attrac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severe political confusion in Kyrgyzstan, which decreases its FDI
attractiveness.
In analyzing Central Asia’s attractiveness for investment, the changing politic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Because politics in this region
exert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economy, changes in the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have direct (or at least indirect) effects on foreign
investment. Recent improvement in inter-country economic exchange among 5
Central Asian countries along with CIS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Through promo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5 countries in Central Asia can reform their
weak economic system and enhance their political transparency necessary for
improving FDI conditions.
Therefore, Korea has to observe and research continuously and monitor
constantly the changing rela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other countries. Only
then would Korea be able to focus on investment into strategic industries of
Central Asia. Korea also has to consider an export strategy to Russia, CIS, Middle
East, and Europe from Central Asia when integration of this region has been
achieved.
Despite weaknesses in FDI conditions in the 5 Central Asian countrie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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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otentially highly attractive for FDI in terms of rapid economic growth,
abundant energy and resources, integration possibility for integr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mid-to-long term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of each
country. Therefore, if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can enter Central
Asia with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region, along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 prospects for

investment would be bright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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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DI Attractiveness in Central Asia and Entry
Strategies of Korea into Central Asia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Young Kwan Jo et al.

성강
원명
용구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 내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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