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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넓은 영토를 보유한
내륙 국가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CIS, 중국 등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 가스, 비철금속 등 자원 산업 비중이 높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장
개방과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2015년 WTO에 가입하는 등 대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고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른 경기 변동성이 크며, 장기간 집권 체제가 이어진 점 등은
카자흐스탄 진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활발한 경제·문화 교류를
이어왔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은 한국의 2위 교역국이다. 섬유
및 화학기계,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유, 합금철 등 자원을 수입하는
구조로, 양국 간 교역은 국제 유가 변동이나 러시아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북방 경제권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인프라, 기계·전자기기, 소비재 등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의 협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물류 인프라 투자와
세계은행·EBRD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사업,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므로 기계류 및 전자기기 수출도
유망하다. 한류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소비재와 교육·문화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객 증가 추세를 의료 분야 협업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내 11만 명의 고려인은 양국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핵심층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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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본

문

Ⅰ. 카자흐스탄 경제 개황
유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으로 부상
●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넓은 영토를 보유한 내륙 국가로 CIS(독립
국가연합), 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GDP) 카자흐스탄의 2018년 경제 규모는 1,842억 달러로 세계 56위이
며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이 주요 산업임
- 2018년 경제성장률은 3.7%로 전년(4.0%)대비 소폭 둔화
● (교역) 2018년 수출은 636억 달러로 원유가 주요 수출품이며, 수입은
340억 달러로 기계류를 주로 수입
●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정책에 힘입어 총 GDP의 4.3%에
달하는 투자가 꾸준히 유입(’14~’18년 평균)
<카자흐스탄 개황>
정식 명칭

카자흐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누르술탄 (구 아스타나)

면적

272만km2 (한반도 12배)

GDP

1,842억 달러

1인당 GDP

9,977 달러

인구

1,846만 명

민족

카자흐인 68%, 러시아인 20%,
우즈벡인 3% 등 (고려인 0.6%)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종교

이슬람교(70%), 기독교(26%) 등

통화

텡게(KZT)
*1미 달러 = 약 370텡게

수출

636억 달러
석유, 가스, 합금철 등

수입

340억 달러
기계, 전자기기 등

국가경쟁력 140국 중 59위

자료: IMF(2018년 추정치 기준), CIA World Factbook, WEF, 외교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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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자흐스탄 진출의 기회와 위협

기회 요인
(1) 시장 개방과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부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시장 개방과 해외투자 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동안 일관성 있는 시장경제 전환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과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
- 2000년대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CIS 평균치를 앞서며 빠르게 성장

* 경제성장률(%)1): CIS2) (`00) 9.3→(`10) 4.6→(`18) 2.4e
카자흐스탄 (`00) 9.8→(`10) 7.3→(`18) 3.7e
●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은 1,421
억 달러로,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 카자흐스탄은 2003년 투자법 개정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투자 조건을 제공
- 또한 2018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와 아스타나 국제 증권거래소
(AIX)를 출범하며 금융부문 해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 자료: IMF
2) 구 소비에트 연방 구성 공화국들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로, 2019년 현재 9개 회원국(러시아·벨라루
스·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으로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지리적 유사성을 감안하여 탈퇴국인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준회
원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12개국을 CIS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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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국가경쟁력 순위>

<CIS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5개국>

국가
CIS 총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주: 전체 140개국 중 순위
자료: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8

(억 달러)
FDI 유입
8,615
5,165
1,421
829
343
313

주: 1992~2017년 유량 누계
자료: UNCTAD

● 대통령령에 따라 SEZ(Special Economic Zone,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
고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유치
-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등 면제(8~10년), 원부자재 및 기
계·부품 수입 시 관세 면제(5년), 통관 간소화, 토지 및 건물 무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하며, 현재 총 12개의 SEZ 운영 중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특별경제구역(SEZ)
아스타나 신도시(Astana-New City)
악타우 항구(Seaport Aktau)
알마티 IT 산업단지(IT Park)
온투스틱 섬유산업단지(Ontustik)
아티라우
석유화학기술단지(Nati
onal
Industrial Petrochemi
cal Technopark)
사르아르카 금속가공단지(Saryarka)
호르고스 무역·물류단지(Khorgos-East Gate)
파블로다르 석유화학단지(Pavlodar)
타라즈 화학단지(Chemical Park Taraz)
아스타나 테크노폴리스(Astana–Technopolis)
ICBC 호르고스(ICBC Khorgos)
투르키스탄(Turkistan)

주요 산업
복합
물류, 석유 장비
ICT, 연구개발
섬유, 의류, 석유화학
화학, 석유화학
금속가공, 중장비
물류, 복합
화학, 석유화학, 금속
화학
복합, 인프라
복합, 무역
복합, 관광

운영기간
2001~2027
2002~2028
2003~2028
2005~2030
2007~2032
2011~2036
2011~2035
2011~2036
2012~2037
2017~2042
2017~2041
2018~2043

자료: 카자흐스탄 투자청(KAZAKH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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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및 유라시아 국가와의 통상 협력을 통해 대외 위상 강화
●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16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무역 거래의
국제 표준 확립,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다변화, 물가 안정, 해외 유치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출범*으로 회원국 간 무관세 적용, 통
일된 상품 분류체계(EAEU HS코드) 사용, 통관절차 전자화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으로 2015년 출범
- EAEU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신흥국에 못지않
은 시장규모와 소비 잠재력 보유
<EAEU 시장과 타 신흥시장 비교(2018년)>

구분
GDP(십억 달러)
인구(백만 명)

EAEU
1,838
181

주: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IMF(GDP) BMI(인구), 2018년 추정치 기준

ASEAN5*
2,416
571

브라질
1,909
211

(2)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광물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임
●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300억 배럴, 2017년 말 기준)이며, 우라늄 1위,
카드뮴 5위, 은 7위 등 비철금속의 세계 10위권 생산국
● 주요 산업은 석유 및 가스, 광물 채굴 등 자원 관련 산업으로, 2017년
카자흐스탄 총 부가가치의 33%를 차지

4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생산량 >

구분 2017년 생산량 세계 순위
원유 1835천 배럴/일
천연가스
957bcf3)
우라늄
23,321톤
1위
카드뮴
1,500톤
5위
아연
360천 톤
8위
금
70톤
13위
은
1,200톤
7위
철광석
34백만 톤
11위
자료: BP(원유, 천연가스), WNA(우라늄), USGE(광물)

<카자흐스탄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주: 2017년 총 부가가치 대비 비중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정부가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이 활발
● 텡기즈, 카라차가나크 등 주요 유전 확대 프로젝트에 미국, 러시아,
유럽 등 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 중
- 특히 중국은 2006년 개통된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를 수입하
고 있으며, 카샤간(카스피해 북부) 유전에도 공동 투자하며 카자흐스
탄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주요 원유 및 천연가스 유전>

구분
생산시작 2017년 생산량
참여기업
ExxonMobil(미국),
텡기즈
-원유: 586천 배럴/일 Chevron,
1991
KazMunai
Gaz(카자흐),
(Tengiz)
-건식가스: 272bcf
Lukoil(러시아)
BG(영국), Eni(이탈리아),
카라차가나크 1984 -원유: 247천 배럴/일 Chevron(미국),
Lukoil(러시아),
(Karachaganak)
-습식가스: 300bcf
KazMunaiGaz(카자흐)
Gaz(카자흐),
-원유: 370천 배럴/일 EniKazMunai
카샤간
(
이탈리아),
Inpex(일본)
2016 -천연가스: 100bcf ExxonMobil(미국), Shel
l(네덜랃드),
(Kashagan)
*생산 규모 기준
Total(프랑스), CNPC(중국)

자료: EIA(2019.1)

3) bcf : billion cubic feet(십억 평방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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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 육성과 산업혁신 추진
자원수출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음
● 기계류, 전자기기, 소비재 등 전반적인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
- 2017년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침

* GDP 구성(%): 농림어업 4.3, 광업 13.6, 제조업 11.2, 건설 5.5,
서비스업 57.4(도소매업 15.9, 운수 8.4 등), 기타(전기수도, 세금 등) 8.0
● 최근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의존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어 관련 설비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산업구조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카자흐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교육, 인프라 등 분야의 혁
신・발전 정책을 추진 중
● 2015년부터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누를리 졸(Nurly Zhol)”을
시행, 물류·산업·에너지·주거 등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추진
●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에 주력

* 민영화 대상 주요 국영기업 : 카즈무나이가스(국영석유가스회사), 삼룩에너지(국영
에너지 회사), 카작테미르졸(국영철도회사), 에어아스타나(국영 항공사) 등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장기 전
략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수립

<카자흐스탄 2050 전략 7대 과제>

① 산업 혁신 강화 ② 농업 혁신 ③ 지식경제기반 조성
④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⑤ 중소기업 발전
⑥ 국민 교육 강화 및 보건 지원 ⑦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6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위협 요인
(1) 러시아・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정치·경제협력 관계 유지
● 카자흐스탄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인이고 카자흐어와 함께 러시아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 문화적 유사성이 높음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총수입의 39.1%를 차지하며, EAEU 출범 및 회원
국 간 무관세 적용에 따라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

* 러시아 수입 비중(%): (’14) 33.4 → (’15) 34.5 → (’16) 36.3 → (’17) 39.1
● 양국이 매우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러시아 경제 여건은
카자흐스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2019년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은 러시아 경제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둔화할 전망

* 러시아의 부가세율 인상(18→20%)에 따른 가계소비 감소, 서방의 대러 경
제제재 등이 러시아 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카자흐 경제전망(%, `18→`19): (IMF) 3.7→3.1 (WB) 3.8→3.5 (ADB) 4.0→3.9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교역 확대
● 중국은‘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에 있어 카자
흐스탄을 중요한 경제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
- 제조 기반이 부족한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저렴한 기계 설비, 소비재
등을 수입하면서 교역이 크게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 수입의 16.0%
를 차지하는 2위 수입국으로 성장
- 또한 중국은 카자흐스탄 금속, 광물성 연료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카
자흐스탄의 2위 수출국임(수출 비중 12.0%)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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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카자흐스탄 주요 교역 국가>

수출
순위
국가
금액
8,669
1 이탈리아
5,778
2
중국
4,748
3 네덜란드
4,515
4
러시아
3,101
5
스위스
2,861
6
프랑스
1,444
7
스페인
1,250
8 우즈베키스탄
1,146
9
터키
1,138
10 우크라이나
1,128
11 대한민국
48,342
총수출

자료: UN Comtrade

(백만 달러, 비중 %)

비중
국가
17.9
러시아
12.0
중국
9.8
독일
9.3
미국
6.4 이탈리아
5.9 우즈베키스탄
3.0
터키
2.6 대한민국
2.4
프랑스
2.4 발라루스
2.3 우크라이나
100.0
총수입

수입
금액
11,473
4,692
1,484
1,253
945
735
730
567
535
509
462
29,346

비중
39.1
16.0
5.1
4.3
3.2
2.5
2.5
1.9
1.8
1.7
1.6
100.0

(2) 국제 유가에 좌우되는 경기 변동
카자흐스탄은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및 해외 원유수요에
따라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음
● 2017년 카자흐스탄 연료 관련 수출은 총수출의 63%를 차지
- 원유 수출의 76%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 집중
● 국제 유가 하락 시 카자흐스탄은 수출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경제 성
장 둔화를 경험하는 등 경기가 에너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브렌트유 가격이 30달러대로 하락했던 2016년 카자흐스탄 경상적자
는 88억 8,5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늘어남
-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2008~2009년과 2014~2016년 기간 동안 카자흐
스탄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

* 브렌트유(달러/배럴): (‘09) 62.7 → (‘12) 111.7 → (‘15) 53.6 → (‘18) 71.7
*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 (‘09) 1.2→ (‘12) 5.0 → (‘15) 1.2 → (‘1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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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연료 수출 비중(2017년)>

주: *는 2016년 기준
자료: World Bank

<국제유가와 카자흐스탄 경상수지>

주: 브렌트유 연간 평균가격
자료: 블룸버그,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3) 작은 내수시장 규모와 장기 집권 체제
카자흐스탄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수입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음
● 2018년 카자흐스탄 인구는 1,864만 명으로 러시아의 13%, 우즈베키스
탄의 57% 수준

* 러시아 인구: 1억 4,397만 명, 우즈베키스탄 인구: 3,266만 명4)
- 소비 시장과 유통망은 수도인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주요 도시에 집
중되어 있음
● 넓은 영토와 낙후된 물류 인프라 수준으로 인해 비도심 지역으로의
유통망 확대에 한계
- 세계경제포럼(WEF)이 2018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카자흐스
탄의 물류 인프라는 140개국 중 75위로, 특히 도로 품질에서 낮은 점수
(106위)를 받는 등 도로 인프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내륙 국가로 대부분의 화물을 내륙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기업에게 물류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4) 자료: IMF(2018년 추정치 기준)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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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30년 장기 집권으로 폐쇄적 관료주의 존재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5차
례의 선거와 임기 연장 등을 통해 30년째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
-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민주주의 탄압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
이 커지면서 2019년 3월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으며, 2019
년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
● 카자흐스탄의 장기 집권체제는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긍정
적 평가와 함께 관료주의 만연, 정부조직의 불투명성 등의 부정적 측면을
야기했다는 비판 상존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시장의
가장 큰 매력 요인은 정치적 안정과 기업 친화적 환경

* 카자흐스탄 매력요인5) : 1위 정치적 안정, 2위 기업친화적 환경, 3위 조세 제도,
4위 자금 조달 접근성, 5위 경제 역동성 등
-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심화, 연고주의 등 병폐를 야기
하였으며,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사임 후에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이자 집권
당인 누르오탄 당 대표로서 정치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
- 정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카자흐스탄 증시 및 텡게화 환율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정권 이양에 따른 관료 조직 개편이나 정치 체제 개혁 효과는 미미할
전망

5) IMD Executive Opinion Survey 결과(자료 : IMD Year B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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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카자흐스탄 경제 협력 현황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교류 확대
● 양국 관계는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8차례의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와 11차례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외에도 물류·에
너지·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업해왔음
- 2016년부터 한-EAEU FTA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와 정부 간 협의
회를 실시한 상태로, 향후 FTA 협상이 진전될 경우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투자 등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총 5차례 방한한 바 있으며,
한국 역대 대통령들도 5차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함

(교역)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한국의 2위 교역국
● 2018년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은 7억 9,780만 달러, 수입은 13억 6,21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교역에서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0.2%

* 교역 49위(CIS 2위), 수출 60위(CIS 3위), 수입 41위(CIS 2위)
- 2018년 수출,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49.8%, 36.4% 증가
-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한국은 11위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2.3%를 차지

* 2017년 기준, 수출 11.3억 달러(11위), 수입 5.7억 달러(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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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교역은 국제 유가, 러시아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높은 변동성을
보임
- 미국, EU 등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러시아 의존
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음
- 이에 더해 외환당국의 환율 관리 실패로 텡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2014~2016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감소

* 카자흐스탄 외환당국이 갑작스러운 텡게화 평가절하 단행(2014년 2월), 자동변동
환율제 도입(2015년 8월) 등 환율 관리에 실패하면서 2014년 초 150텡게/달러 수
준이었던 환율은 2019년 370텡게/달러대로 급등
- 대카자흐스탄 수입은 국제 유가가 급락한 2015~2016년 감소했다가, 유가
가 상승하고 한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요가 커지면서 2017년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카자흐스탄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천연자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
<우리나라의 對카자흐스탄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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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 자동차 등
● 2018년 섬유 및 화학기계 수출이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는데,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원유생산 플랜트 모듈 2개를 인도한 결과
-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을 운영하는 텡기즈셰브
로일社로부터 27억 달러(3조 원) 규모의 원유생산 플랜트 공사를 수주
- 총 81개 모듈로 구성된 해당 플랜트는 2018년 5월 첫 출항을 시작으로
2020년 7월까지 전량을 순차 인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산
업기계 수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
● 자동차는 최근 5년간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으로, 2018년
수출액은 8,890만 달러 기록
- 현대차와 기아차는 카자흐스탄 승용차 시장점유율 3위와 4위를 차지하면
서 러시아 라다(1위) 및 일본 도요타(2위)와 경쟁 중6)
- 2014~2016년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수출도 2014~2016년 감소
- 카자흐스탄 경기 회복과 함께 2017년과 2018년 자동차 수출은 각각 87%
와 140%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
●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 수출이 2,280만 달러로 가장 많았음
-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뷰티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 중이며, 한국 화장품의
성분이 우수하고 아시아인 피부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수요 증가
- 이외에도 동서식품의 ‘프리마’가 인기를 끌면서 커피조제품 수출이 750
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라면 등 면류 수출이 42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
국 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

6) 2018년 판매량 기준(자료: Kazautoprom(카자흐스탄 자동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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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유 수입이 80%이며, 이외에 합금철과 우라늄 등을 수입
● 최근 산유국 간의 감산합의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의 정유사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카자흐스탄 CPC블렌드 원유 수입 급증
- 카자흐스탄의 카샤간 유전이 2016년 9월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원유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
-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650만과
5,540만 배럴로 크게 증가
● 합금철 수출은 대부분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필수적인 페로크롬임
- 카자흐스탄은 크롬광 매장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한국이 인도와
남아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
<2018년 對카자흐스탄 주요 수출입 품목>

1
2
3
4
5
6
7
8
9
10

수 출
품목명
금액
섬유 및 화학기계 273.3
자동차
88.9
기구부품
34.1
레일및철구조물
33.7
자동차부품
24.3
비누 치약 및 화장품 22.8
합성수지
22.4
기계요소
19.4
동제품
17.6
전자응용기기
17.4
797.8
총수출

(단위 : 백만 달러, %)

수 입
비중
품목명
34.3
원유
11.1 합금철선철및고철
4.3
우라늄
4.2 기타비철금속제품
3.0
축산부산물
2.9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2.8
기타산업기계
2.4
정밀화학원료
2.2
동제품
2.2
기호식품
100.0
총수입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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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비중
1091.9 80.2
145.1 10.7
55.0 4.0
31.8 2.3
21.3 1.6
7.9 0.6
3.4 0.2
1.7 0.1
1.7 0.1
0.6 0.04
1362.1 100.0

(해외투자) 2000년대 중반 급증했던 투자는 2010년대 들어 하락세
● 2000년대 중후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투자 급증
- 2006~2007년 동일하이빌 아스타나 아파트, 우림건설 알마티 애플타운 등
건설 부문 진출 증가로 건설업 및 부동산 투자 증가
- 2008년 국민은행이 현지 금융기관인 센터크레딧은행 인수에 나서면서
금융업 위주로 역대 최고 투자액(8억 2,294만 달러) 기록
● 2010년대 초반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
- 2012년 제조업을 중심으로 2억 2,865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17년 675만 달러로 급감
- LG화학과 삼성물산이 각각 석유화학 플랜트, 발하쉬 발전소 산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 2018년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1,456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주: 수치는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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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 추진
● 2017년‘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북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추진
-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
치했으며, 북방 경제권과의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9-Bridge 전
략’구상* 제시

*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일자리(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 추진

●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카자흐스탄과의 물류 인프라 구축,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둠
<카자흐스탄 관련 신북방정책 추진 과제 및 성과>

추진 과제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문화․체육․
관광 협력 확대
대학․청년․
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주요 성과
- 북방지역 항공용량 증대 및 신규항로 개설
- 알마티 순환도로 착공
- 종량제·폐기물관리 협력사업 추진
- K-SEED 행사 개최, 종계분야 수출 확대 추진
-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 참가 및
의료관광객 유치
- 한국유학박람회(카자흐 28개 대학 참가,
2천명 방문) 및 유라시아 청년아카데미 개최

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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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협력 확대 방안
① 인프라(도로 및 철도, 에너지, 주거·상업시설 등)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누를리 졸”
을 시행하고 사회간접자본과 주거, 상업건물 등의 확충에 나섰음
- 2018년 누를리 졸 프로그램을 통해 2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8만
6,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
- 2019년 중 2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려갈 전망
● 인프라 확충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은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2017년 건설업 총부가가치(GVA)는 89억 달러로 전체 GDP의 5.5%에 해당

<누를리 졸(Nurly Zhol) 개요>
- 2015년 4월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정부 프로그램
-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주요 계획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산업 및 관광 인프라 개발
․전력 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 강화
․주거, 난방,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시설 현대화
․교육 인프라 개발 ․비즈니스 경쟁력 개선
․내수 기계 공업 지원 ․수출 촉진 ․농업경쟁력 개선
자료: 카자흐스탄 국무총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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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물류 인프라 투자와 국제기구의 인프라 사업 참여
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와 카자흐스
탄 물류 인프라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 일대일로는 내륙과 해상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자 하는 거대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이 중 카자흐스탄은 내륙 실크로드(일대)의
거점 국가7)
- 특히 중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호르고스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중국은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 설립과 철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
설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
- BMI는 카자흐스탄 물류 인프라 산업이 향후 5년간 연평균 7.0%의 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관측
● 국제기구가 카자흐스탄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 다변화 기회 제공
-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
융공사(IFC)등 국제기구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초기 자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
-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낮아지고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면서 한국 건설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 확대
- SK건설과 도로공사가 수주한 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알마티 순환도로 프
로젝트에도 EBRD, IFC 등 국제기구가 투자 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음

7)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일대’에 해당하는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계획을 최초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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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인프라 시장 전망>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2023년은 전망치
자료: BMI

카자흐스탄 내 민관협력사업(PPP) 확대는 한국 기업에 참여 기회
● 카자흐스탄 여건 상 정부 예산이나 공여국의 원조만으로는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
-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민간기업, 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PPP 사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 PPP 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 사업 연구 및 타당
성 평가, 정부 및 투자자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민관 협업 추진
- PPP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분야, 진행 상태별 PPP 현황을 공지
<카자흐스탄 주요 PPP 사업 현황>

사업명
투자 규모
자동화 정보시스템 “쿤델릭(Kundelik)” 도입
58억 텡게
“샤르–우스크 카메노고르스크” 철도 건설
악타우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건설 및 운영 41억 텡게
알마티-호르고스고속도로검문소및물류센터건설
북카자흐스탄-악토베 지역 500kV 송전선 설치 송전선 478km
농촌 지역 대상 광케이블 설치
568억 텡게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및 운영 5,120억 텡게
주: 계약 체결된 국가 단위 PPP 사업
자료: PPP센터 영문 홈페이지(2019.4 검색)

시행 기간
2017~2029
2005~2028
~2037
2005~2022
2005~2022
2018-2020(건설)
2020-2032(운영)
2018~2021(건설)
2021~2036(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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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시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PPP 사
업 개선에 기여
-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및 경제 발전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으며, 2018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카
자흐스탄 PPP 사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
- 카자흐스탄 PPP 사업의 타당성 평가,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업은 PPP 센터가 공지한 입찰 내용과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내용을 면밀
히 검토하여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 필요
- 2019년 4월 현재 헬스케어, 문화 및 스포츠, 운송 부문 등에서 73개의 지역
단위 PPP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가 게재되어 있음
- 참여가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EBRD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PPP 관련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국제기구 및 정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자
문을 통해 면밀한 사업 이력 파악이 중요8)

<SK건설, 카자흐스탄 PPP 사업 참여>
ㅇ SK건설은 한국도로공사와 터키 건설사 알랄코(Alarko), 마크욜(Makyol)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사업 PPP에 참여
ㅇ 해당 사업은 66km의 왕복 4~6차로 순환도로와
교량 21개 등을 건설, 운영 후 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운영∙양도)방식의 개발형 사업
ㅇ 총 사업비는 7억 3천만 달러, 사업기간은 20년이
며, EBRD와 IFC 등 국제기구가 금융 지원을 맡음
ㅇ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으로
서 운영수입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없음
자료: SK건설 홈페이지
8) 세계은행의 PPP Knowledge Lab과 EBRD의 Project Summary Documents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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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전자기기
카자흐스탄은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카자흐스탄 전체 GDP 대비 광업의 비중이 13.6%인데 비해 제조업 비중은
11.2%에 불과하며, 이는 타 EAEU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카자흐스탄 GDP 구성>

주: 2017년 총부가가치(GVA) 기준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EAEU 국가별 제조업 비중>

주: 2017년 총부가가치(GVA) 기준
자료: BMI, 카자흐스탄 통계청

● 정부는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을 채택하
고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
한 정책은 모두 제조업 등 비자원 부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국정연설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300억 텡게(8,100만 달러)를 할당할 것이라고
밝힘
- 2019~2021년 3년 간 비자원 부문 육성에 5,000억 텡게(13억 5,000만 달러)
를 투입하여 수출지향적 제조업 지원, 소비재 등의 수입대체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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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계류 및 전자기기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 카자흐스탄 투자청에 따르면 2016년 카자흐스탄의 기계 시장 규모는 147억
달러로, 이 중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제조업 기술 현대화 및 산업 디지털화,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등을 위해서
는 해외로부터 최신 기술 도입과 기계 설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 및 부분품(84류), 전자기기 및 부분품(85류) 수입
은 카자흐스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으로부터 84류 및 85류를 수입하는 비중은 각각 2.5%와 3.4%로,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1.9%)을 상회
- 대우조선해양이 27억 달러(3조 원) 규모의 원유생산 플랜트 공사를 수주
하는 등 한국 기업은 기술력이나 수출 경험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2017년 카자흐스탄 주요 수입 품목>
(백만 달러, 비중 %)

HS
품목명
대세계 수입 대한국 수입 한국비중
코드
84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 및 부분품
4,719
117 2.5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3,018
103 3.4
27
광물성 연료ㆍ광물유 등
1,768
10 0.6
87 차량 및 부분ㆍ부속품(철도용 외)
1,750
44 2.5
73
철강의 제품
1,706
90 5.2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121
41 3.7
30
의료용품
1,093
6 0.5
72
철강
1,033
27 2.6
90 광학ㆍ정밀ㆍ의료용 기기 등
905
29 3.2
26
광ㆍ슬래그ㆍ회
857
0 0.0
총계
29,346
567 1.9

자료: UN Comtrade

22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향후 정부 정책 추이나 조달 계획에 유의하여 신규 수요를 선점할 필요
-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신규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등 수요처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제조 분야 이외에 농기계, 의료기기 등도 수출 유망
- 2050 전략 중 농업 혁신 추진에 따라 정밀농업 기술에 필요한 IT 기기나
첨단 농기계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이 확대될 것
-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의료 관광을 통해 한국의 의료 기술이 카자흐스
탄에 알려진 만큼 의료기기 수출 유망

<대우조선해양, 3조 원 규모 원유플랜트 첫 출항>
ㅇ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을 운영하는 텡기즈셰브
로일社로부터 27억 달러 규모(약 3조 원)의 원유생산 플랜트 공사를 수주
ㅇ 2016년 셰브런, 엑손모빌 등 텡기즈셰브로
일에 지분을 보유한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텡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368억 달러 규
모)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대
우조선해양이 플랜트 건조 작업에 착수
ㅇ 해당 프로젝트는 총 81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모듈 2개가 완공되어 2018년 5월 출항
ㅇ 2020년 7월까지 나머지 79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
자료: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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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재·서비스
한국을 방문하는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객 증가는 양국 간 의료 분야
협업 확대에 기회
● 2014년 무비자 방문협정 체결, 인천-아스타나 직항 노선 증설 등으로 양
국 간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2018년 방한 카자흐스탄 관광객은 52,859
명으로 10년 새 9배 증가
● 특히 우수한 의료진과 기술을 갖춘 한국 의료기관이 카자흐스탄 부유층을
중심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으면서 의료 관광객 급증
- 건강검진, 한방, 성형 등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카자흐스탄 관광객이
늘면서 2017년 방한 카자흐스탄 환자는 12,566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외국
인환자 중 6위이자 중앙아시아 환자 수의 75.6%
● 의료 관광 확대에 따른 한국 의료시스템의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은 카자
흐스탄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헬스케어 수출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
-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4년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2018년에 알마티에 암 전문 클리닉을 개원하는 등 현지 병원과 적
극적으로 의료 협업에 나서고 있음
<카자흐스탄 방한관광객 추이>

<주요국 외국인 환자 현황>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자료: 한국관광공사

환자수(’17) (’12~’성장률
17평균)
99,837
25.2%
44,440
7.8%
27,283
6.7%
24,859
8.6%
13,872
10.5%
12,566
50.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현지의 교육·문화서비스 및
소비재 수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주몽’, ‘꽃보다 남자’ 등 드라마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K-Pop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한류의 인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식 음식점, K-Pop 댄
스 학원, 한국어 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
업을 찾아볼 수 있음
● 카자흐스탄 내에는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교가 다수 있으며, 알마티
한국교육원, 아스타나 한국문화원, 심켄트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수업
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2008년 226명이었던 카자흐
스탄인 유학생은 2018년 1,705명으로 증가
●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의 진출 노력으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
- 한국 화장품은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럽 브랜드가
제공하지 않는 독특한 품목과 성분(한약재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드라마, 유튜브 등을 통해 한류 스타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브랜
드들이 높은 인지도를 얻은 가운데, 화장품 수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수출액은 2,28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 동서식품의 ‘프리마’가 커피크리머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가 높고, 라면 수출도 315만 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 식품의 소비 증가
● 앞으로도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은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과 서비스 고급화 전략 등을 통해 경쟁국과 차별화 필요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문화적 유사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카자흐스탄 시장을 공략 중이므로,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가
격경쟁력이 낮은 한국 기업은 높은 품질과 한류를 부각하는 마케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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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은 양국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핵심층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 노력 필요
● 2017년 기준 카자흐스탄에는 10.9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 중으로(재외 동
포 거주 국가 중 9위), 이 중 대부분인 10.7만 명이 고려인임
- 1937년 소련의 소수 민족 이주 정책에 따라 17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
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으며, 9.5만 명이 카자흐스탄에 이주
-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지만 경제, 정치,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인정받는 민
족으로 자리 잡음
● 1930년대에 결성된 한인 공연예술단체인 고려극장과 1923년 창간된 한인
신문인 고려일보가 현재까지 운영되는 등 역사적으로 민족정체성 유지
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재외동포 3~4세인 청년층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
● 고려인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 속에서 양국 간 협력 수요에 대
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음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등 카자흐스탄 내 민족정체성 보존을 위해 자생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려인 공동체에 대한 민·관의 다각적인 관
심과 협업 노력 필요
- 고려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류 공
연, 문화 강좌 등 개최를 통해 고려인과의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야 함
- 또한 고려인 가정에서 한국 식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
을 제공하거나, 한국 여행에 관심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개
발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고려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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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카자흐스탄은 광물자원 부국이자 한국의 중앙아시아 핵심 교역국으로,
한국 기업 진출 시 기회와 위협 요인 상존
<카자흐스탄 시장의 기회와 위협>

기회 요인
◇ 광물자원 부국
- 원유 매장 세계 12위
◇ 시장개방과 해외투자에 우호
적인 정부정책
◇ 산업 발전 및 혁신 정책 추진
- 2050 전략, 누를리 졸 추진

위협 요인
◇ 높은 대외의존도
- 러시아,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높은
경기 변동성
◇ 협소한 내수시장, 장기집권
체제

● 카자흐스탄 정부가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국제금융센터(AIFC)를 출범
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
- 카자흐스탄의 2015년 WTO 가입에 따른 국제 무역규범 준수, 시장 투명성
확보 등으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전망
- 향후 한-EAEU FTA 추진 시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제 유가에 따른 경기 변동
성이 큰 것은 한국 기업에게 위협
- 러시아·중국 상품이 카자흐스탄 수입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국 기
업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제 유가 하락이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와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한-카자흐스탄 교역의 등락폭이 크고, 인구가 1,846만 명에 불과해 소비
시장이 협소한 것도 한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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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인프라, 기계·전자기기, 소비재 등 진출이 유망
● (인프라) 정부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연장, 중국의 물류 투자 확대, 국제
기구의 인프라 사업 참여 증가 등으로 한국 건설 기업의 공사 수주에 유
리한 여건 조성
-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
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국제기구와의 협업 중요
-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PPP 사업 관련 재정,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경험 전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 (기계·전자기기) 카자흐스탄은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제조 기반 건립과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계와 전자기기
수출 유망
- 해외로부터 기술 도입과 기계 설비 확충이 선행될 전망이므로, 정부의 조
달 계획이나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예의주
시해야 함
- 농업 혁신에 필요한 IT기기 및 농기계나, 의료 관광과 연계한 의료기기 수
출도 유망하므로 우수한 기술력과 인지도를 갖춘 한국 기업의 관심 필요
● (소비재·서비스) K-Pop,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으로 수출 증가 추세
- 한류의 인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어
교육, 문화서비스와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
- 또한 한국이 의료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의료서비스나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커질 전망
- 11만 고려인과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한국어 교육, 한국 관광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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