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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금, 면화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급증, 정부의 적극
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9%의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5년 간 장기 집권했던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서거하면서 새로이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2021 우즈
베키스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유경제특구 활동 증진 및 확대 방안을 승인하고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를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1992년 수교 후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등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대우 그룹이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제조 공장과 방적 공장을 설립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5대 교역국
으로 부상했다. 2017년 우즈베키스탄 수입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비중은 9.5%에
달하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공기조절기 등이다. 한국은 우즈
베키스탄으로부터 제지원료, 곡실류, 면직물 등을 주로 수입하는데, 수입(2017년
1,812만 달러)이 수출(118억 45만 달러)의 1.5%에 불과해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과거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기에 있으며, 새로운 경제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기 위한
외국 자본 유치가 절실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제조업 발전의
거점으로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최초로 남부 지역인 나보이(Navoi)에 자유산업경제지구를 조성하고 제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수도인 타슈켄트 부근에 안그렌
(Angren) 특별산업지구를 지정했다. 2013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작(Jizzakh)
특별산업지구는 천연자원·광물 등이 풍부한 시르다리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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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와 인접하여 내수 시장을 노리는 중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6년에는 3개 경제자유특구의 운영 제도와 투자 혜택을 일원
화하고, 2017년에는 우르구트(Urgut), 기즈두반(Gijduvan), 코칸드(Kokand), 하자라
스프(Hazorasp) 등 4곳을 신규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외국 자본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확대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에 더하여, 최근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수립하고 유라시아로의 외교·경제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신설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글로벌 전략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시장기지 확보에 나서는
현지화 전략을 취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포용적 성장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기업과 협력적인 신뢰 관계를 쌓고, 나아가
글로벌 통합 수준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초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참여와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즈베키
스탄의 경제 발전과 한국 기업의 이윤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화 전략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고민이 필요하다.

ii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본 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
● 2016년 12월 선거에서 88%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외무역 증대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경제 개방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서 경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수입 대체산업 육성 등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016년 10월 경제특구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등 3개 특구를 경제자유특구(Free Economic
Zone)로 통일
- 경제자유특구의 법제도와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일원화하고, 행정 절차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17년 1월 1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우르구트, 기즈두반, 코칸드, 하자라스프
등 4곳의 경제자유특구를 신설
- 천연 광물 및 농수산물의 생산 현대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신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목표로 함
● 최근에는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노력 재개 등 국제
무역질서 편입에 노력
- 2017년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를 통해 변동환율제도 도입, 외화 환전
자유화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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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한-우즈벡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추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룩함
- 하지만 외환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높은 물가상승률, 일자리 창출
부진, 법제도 미비와 부정부패 등 위험 요인 상존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내 자동차, 섬유제품 등 제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온
주요 파트너 국가로, 2017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5대 교역국임
- 1992년 수교 후 대우 그룹 등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가 확대
- 그러나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경제자유특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즈베키스탄과의 장기적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
●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등 2차 산업 중심으로의 경제 발전을 꾀하면서 경제
자유특구 설립과 생산·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08년 최초로 설립된 나보이 경제자유특구를 포함해 안그렌, 지작 등 주요
경제자유특구는 가시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화 전략의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장기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Ⅱ.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우즈베키스탄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3,19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며, 기후와
토양이 좋은 동부의 페르가나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음
-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의 내륙국과 인접해 있는 이중 내륙국*
-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이자 내륙 교통의 요지임
* 내륙국은 대륙으로만 둘러싸여 바다와 접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하며, 이중 내륙국은 내륙국
으로만 둘러싸인 국가를 의미. 이중 내륙국에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두 개의 나라를 거쳐야 하며, 우즈베키스탄과 리히텐슈타인 단 두 국가만이 해당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금 , 면화 등 자원이 풍부
-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2조㎥ 로 세계 매장량의 0.6%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석유와 석탄 등이 매장되어 있음1)
- 우라늄, 금, 구리, 아연,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5위의 면화
수출국임
●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 이슬람 카리모프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5년간 장기 집권했으며,
2016년 서거 이후 미르지요예프 정권이 새로이 출범
- CIS 국가와의 교역 비중(2017년 전체 교역의 28.7%)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편이고 9.5억 달러의 무역 흑자 중 CIS 국가가 86%를 차지(8.1억
달러)하며, 국제 수지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근로자들의 송금 비중이 높음
1) 출처 : BP, 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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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00년 중반부터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
● 생산가능인구 급증,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2004~2017년 연평균 7.9%의 견고한 경제성장률 기록
- 인구 사망률 및 출산율 감소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1,133만(전체 인구의 55.2%) → 2000년 1,433만(58.1%) → 2010년
1,895만(66.4%)으로 가파르게 증가2)
- 정부는 천연자원 채굴 및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공업, 화학 산업 등 제조업 육성 추진
-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또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며, 산업별로는 에너지, 기계 산업, 건설업 등에서 높은 성장을 보임
● 2014년 이후에는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중국 등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줄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그러나 러시아 등 주변 CIS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낮아 세계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

2017년에는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의 영향으로 5.3%의 다소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18.9%의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정부는 2017년 9월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를 통해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
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단행
-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의 괴리로 인한 암달러 시장의 확산을 막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금융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17년 8월 말 4,200숨/달러였던 환율은 9월 5일 자유화 조치 시행 이후
8,100숨/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
- 숨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은 14년 만에 최저치인 5.3% 기록

2) 출처,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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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추이>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 IMF

2016년 말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정책을 추진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88%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
- 25년 간 집권했던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서거하면서, 당시 총리
였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았음
- 권한대행 당시 ‘경제자유특구 활동 증진 및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을 승인
(2016년 10월)하는 등, 외자유치 및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산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바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대
적인 개혁을 추진
- 국가·사회 건설 개선,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개혁,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사회 보장 발전, 상호 호혜적 대외정책 등 5가지 우선 분야로 명시
-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 투자환경 개선, 선진
금융제도 도입, 조세제도 개편,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구체화했으며, 2030년까지 GDP 2배 성장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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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 등 경제 개방정책을 통해 대외무역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
●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은 러시아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법률 및 제도
미비와 외환 거래의 제약으로 인한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
● 2017년 말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무역체제 참여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인접국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도 나서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 가입 신청 이후 2005년까지 총 3차례의 워킹
그룹을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논의가 중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 국빈 방문 중 WTO 가입 노력
재개 의사를 표명
- 2018년 3월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5월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WTO 가입 관련 실무 협의를 개최
-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와 무역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 편입에 노력
● 2017년 9월 2일 대통령령으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를 발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개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 그동안 외화 환전의 지연, 과실 송금 제한, 이중 환율 존재, 국가기관의 민간
기업 관리 감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및 선진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제한적
- 정부는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외화 환전 자유화, 수출외화소득 강제 매각
폐지, 과실 송금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외환규제정책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
하고, 수출잠재력 및 기업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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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
● 2014년부터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으로 대외교역 증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와의 교역이 전체의 34.8%을 차지3)하는
등 CIS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권역의 경기 변동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2017년 수출은 139.5억 달러, 수입은 1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5.4%, 7.2% 증가했으며, 9.5억 달러의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
●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18.4%로 가장 높고 러시아(18.1%), 카자
흐스탄(7.7%), 터키(5.7%), 한국(5.0%) 등이 뒤를 이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0.9%로 10위인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해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로, 한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편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국 교역 비중>
(단위 : %)

교역
1
2
3
4
5
6
7
8
9
10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대한민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인도
이란

수출
18.4
18.1
7.7
5.7
5.0
2.3
2.2
1.2
1.2
1.2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란
타지기스탄
키르기스스탄
프랑스
대한민국

수입
16.0
15.5
7.8
6.2
4.3
1.9
1.3
1.3
1.0
0.9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터키
독일
브라질
인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21.8
20.8
9.5
7.7
5.2
4.5
2.5
2.2
2.0
1.6

자료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3) 2016년 대외교역 기준(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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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는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25.1%로 가장 높고, 에너지 및 석유제품
(14.2%), 철금속 및 비철금속(6.6%), 화학제품(6.3%), 식품(6.3%) 등이 뒤를
이음
- 품목별 수입에서는 기계 및 장비의 수입 비중이 전체의 38.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화학제품(16.5%)과 식품(9.8%) 등의 수입이 많음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에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과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상존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은행이 각국의 경영환경에 대해서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지표에서 하위권인 74위를 기록4)
-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법률 및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행화된 부정부패가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고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5)
- 또한 내륙 국가로서 육상 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 LPI)6)가 낮으며, 물류 및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
● IMF는 2018~2019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이 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위험 요소로는 일자리 창출 부진과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율,
개혁 정책의 정체 가능성 등을 꼽았음
● 외환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지속화는 경제 개혁 및 투자 유치에 제약요인
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급등에 이어 최근 기준금리가 16%에 달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최근 달러화 수요가 증가
4) 세계은행이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최하위권에 위치하다가, 정부의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17년에는 74위로 상승 (출처: World Bank, 2018, “Doing Business”)
5) 우즈베키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17년 180개 조사국 중 157위를 기록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8,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6) 세계은행이 2년마다 1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99위를 기록함. 1위는
독일이며 한국은 25위를 기록 (출처: World Bank, 2018, “International LPI”)

8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Ⅲ. 한-우즈벡 교역 및 투자 현황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1992년 수교 후 자동차, 섬유제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투자해 온 주요 협력 국가
●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3분기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6.9억 달러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전체 투자국 중 51위이며, CIS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이어 3위
- 1990년대 주요 투자 기업은 대우자동차, 갑을방적, 대우 텍스타일, 동산 등
으로 자동차 및 섬유제품 제조업에 투자 집중
- 2000년대 초반에 급감했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2007~2008년에 섬유제품
제조업 외에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증가
- 2010년대에는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섬유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제조업과 광업, 서비스업 등 부문에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1~9월 투자 신고건수는 59건, 신고금액은 4,161만 달러이며 투자금액은
1,034만 달러
-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투자금액 290만 달러), 부동산업(166만 달러),
제조업(157만 달러),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136만 달러) 등
으로 다양함
- 신고금액과 실투자금액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제도나 법률상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협상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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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추이>

주 : 수치는 투자금액 기준(유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내 선호 및 신뢰도가 높음
- 2017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 중인 한국 재외동포는 18만 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으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한국 파견 등으로 인적교류에
의한 친밀도가 높은 편
-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해 재임 기간 중 총 8차례
방한한 바 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방한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은 2017~2018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수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불균형 구조
● 2000년대부터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최고치인
20.6억 달러를 기록
-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누적 수출액은 197억 달러인데 반해,
누적 수입액은 12억 달러에 불과해 양국의 교역불균형이 심각한 구조
● 수출의 경우 2003~2014년간 1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과 2016년
에는 각각 -37%, –28%의 증감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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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러시아 등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수출이 감소했으며, 이 영향으로 한국의 對우즈베키
스탄 중간재 수출이 급감
● 2017년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한국의 對우즈
베키스탄 수출도 2017년과 2018년 1~11월 각각 27%, 72%로 크게 증가
●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기준 한국의 49위 수출대상국이자 124위 수입대상국
- 반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10위 수출대상국이자 3위 수입대상국으로, 우즈
베키스탄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류와
철강제품 등
● 2018년 1~1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10.2억 달러로 전체 수출
(18.8억 달러)의 54%를 차지
- 대우자동차가 국영기업 UzAvtosanoat와 합작하여 우즈 대우자동차를 설립,
1996년부터 현지 공장을 가동한 이후 다수의 한국 자동차부품 회사가 우즈
베키스탄에 진출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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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최대치인 27만 대7)를 기록한 이후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로 2014~2016년 계속해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이 영향으로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도 급감
- 2017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14만
대로 늘면서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자동차부품 수출도 63% 증가
● 2018년에는 타히아타쉬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공기조절기, 원동기,
건설중장비, 기자재 등의 수출이 급증
- 또한 포스코대우가 우즈베키스탄 환경부에 청소차 납품을 시작하면서 2018년
1~11월에 1,852만 달러의 화물자동차가 수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차 개발, 설비 현대화,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 등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향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 동향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달러, %)

2017년
품목명

2018년 1~11월

수출액

증감률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1

자동차부품

553,024

63.4

자동차부품

738,194

41.4

2

자동차

133.872

103.9

자동차

286,644

132.7

3

농기계

60.419

86,072

1,045.3

4

합성수지

51.661

82.7

원동기 및 펌프

67,332

93.4

5

원동기 및 펌프

39.030

-23.9

합성수지

55,413

16.6

6

기계요소

22.415

-4.3

기타 잡제품

51,121

292.0

7

가구

18.620

60.1

건설광산기계

46,415

230.3

8

고무제품

17.534

18.9

기계요소

39,075

114.5

9

기타 정밀화학제품

15.455

14.1

철강판

37,855

283.9

10

건설광산기계

14.864

40.7

주단조품

36,987

435.3

1,180,445

27.2

전체

1,881,776

72.3

전체

382.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7) 출처 : OICA(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otor Vehicle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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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입 품목은 제지원료, 곡실류 등 농산물, 면직물
등이며 수입액은 미미
● 2018년 1~11월 對우즈베키스탄 수입은 2,00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
- 제지원료 중 펄프의 수입(831만 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했으며,
곡실류 중에서 체리의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25만 달러가 수입됨
- 반면 2017년 제지원료에 이은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천연섬유사와 면직물의
수입은 2017년부터 감소세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달러, %)

2017년
품목명

2018년 1~11월

수입액

증감률

1

제지원료

6,815

1.1

2

천연섬유사

2,938

3

면직물

4

기호식품

5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제지원료

8,306

27.5

-43.3

곡실류

2,929

339.3

2,538

-11.5

기호식품

2,357

25.9

2,018

-20.2

면직물

2,049

-16.9

곡실류

689

23.4

기타 농산물

1,084

123.1

6

자동차부품

601

1,050

·

188.0 텅스텐·몰리브덴 및 망간

7

기타농산물

560

1,059.0

천연섬유사

728

-74.8

8

질소비료

448

43

자동차부품

461

-23.2

9

합성수지

406

142.9

질소비료

294

6.2

10

식물성물질

208

21.6

자동차

164

186.8

18,117

-12.8

20,091

16.4

전체

전체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7년 기준 對우즈베키스탄 수입액은 수출액의 1.5%에 불과해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중공업 중심의 생산재로 표적 시장과 제품이
특정되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진출
전략 수립은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2014년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시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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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생산지향형 해외직접투자와 시장지향형 직접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노력
● 해외직접투자는 그 동기에 따라 원료지향형(resource-seeking), 생산효율
지향형(efficiency-seeking), 시장지향형(market-seeking), 자산지향형
(asset-seeking) 등으로 구분*
* 해외직접투자 통기 이론(J. H. Dunning)에 따르면 해외직접 투자의 동기에는 투자대상국의
풍부한 천연자원 활용(원료지향형), 생산효율성이 높은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활용(생산
효율지향형), 투자대상국의 현지 시장 진출(시장지향형), 현지 유통망, 브랜드, 신기술 등
투자대상국의 전략적 자원 활용(자산지향형) 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광물 및 농업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특성을 보였으나, 최근 제조업 등 2차 산업 중심 경제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생산·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노력
-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현지의 경제 발전
보다는 자원 채굴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초래
-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원면과 면사, 저렴한 노동력, 공업용수·가스·전기
등 사회간접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산효율성 측면의 경쟁력을 통해 생산효율
지향형 투자 유치 및 산업화 추진
- 또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이라는 점과 인근 CIS 시장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CIS시장으로의 진입통로라는 점을 활용,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도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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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제조업 발전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자유특구를 지정
● 2016년까지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
지구 등 3개 특구 운영
- 2008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의 남부지역인 나보이에 자유산업경제지구를
조성한 데 이어, 2012년과 수도 타슈켄트 부근의 안그렌을, 2013년에는 사마르
칸트에 인접한 지작을 특별산업지구로 지정
● 2016년 10월 26일에는 ‘경제자유특구 활동 증진 및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채택하여 기존 3개 특구의 명칭을 ‘경제자유특구(Free Economic
Zone)’로 통일
- 3개 경제자유특구의 법제도와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일원화하고, 모든 공공
서비스와 행정 절차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17년 1월 1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4곳의 경제자유특구를 신설
- 신규 경제자유특구 지정은 국내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천연 광물 및 농수산물의 생산 현대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신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목표로 함
- 새로이 지정된 곳은 우르구트(사마르칸트주), 기즈두반(부하라주), 코칸드
(페르가나주), 하자라스프(호레즘주) 등
● 2017년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7개의 의약품 특화 경제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시르다리야·나망간 경제특구, 어류 생산 특구, 부하라
아그로 농업 특구, 차르박 관광 특구 등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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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산업 특구, 7개 의약품 특구, 2개 농업 특구, 1개 관광 특구 등 총 19개의
경제자유특구가 지정(2018년 말 기준)8)
<우즈베키스탄 7대 경제자유특구>

자료 : 우즈베키스탄 정부 홈페이지(www.gov.uz/uz/pages/territory), KOTRA

● 경제자유특구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감·면세제도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투자 금액에 따라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단일세(중소기업),
도로 펀드 및 교육 펀드 기여금에 대한 3~10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짐
<경제자유특구 투자 인센티브(2016년 10월 개정)>

세금 혜택

통관 특혜
외국환 거래 허용

나보이
$30~300만 : 3년 면세
$300~500만 : 5년 면세
$500~1000만 : 7년 면세
$1000만 초과 : 10년 면세, 이후 5년간 소득세·단일세 50% 감세
수출상품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원자재,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각종 통관비용 면제(통관처리 수수료 제외)
경제자유특구 내 기업 간 거래 시에는 계약에 따라 외국통화 지불이 가능하며,
재화의 수출입 시 편의에 따라 지불과 청산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음

자료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홈페이지(https://president.uz)
8) 출처 : 우즈베키스탄 경제자유특구 홈페이지
(https://sez.gov.uz/ru/organization/free-economic-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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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이) 564ha의 공장지대와 500ha의 주거지역 및 배후지로 이루어진 우즈베키
스탄 최초의 특구로 총 운영기간은 30년
● 우즈베키스탄 중부에 위치한 나보이는 전체 영토의 25%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으로 83만 명의 인구를 보유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나보이에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산업화를 이루고, 인근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흡수해 물류
중심기지로 변화시키는 지역경제 특성화 전략을 추진
●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기업들이 투자했으며, 18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을 생산 중
- 한국은 나보이 경제특구의 설립 단계부터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4개의 기업이 투자 중
<나보이 경제특구 투자기업>
1
2
3

회사명
"UzEraeCable" LLC JV
"UzEraeAlternator" LLC JV
"NB Cosmetics" LLC JV

생산 제품
자동차 와이어 및 배터리 케이블
자동차 발전기, 압축기 등
화장품

국가
한국(이래CS)
한국(이래CS)
한국

4

"KO-UNG Cylinder" LLC JV

가스 실린더

한국(한국가스공사,
코오롱)

5
6

"Navoiy Hunan Pulp" LLC JV
"Hayat Power Cable Systems" LLC JV

위생용품
고압 케이블

중국
중국

7

Foreign Enterprise "Navoi Cable Connector"
LLC

알루미늄 전기 케이블 및 기타
전기제품

중국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O`z Minda" LLC JV
"Avtosanoat-Landi Renzo“ LLC JV
"Ariston Thermo-UTG" LLC JV
"Polietilen Quvurlar" branch company
"Polipropilen Quvurlar" branch company
"Telecom Devices Pro" LLC
"Smart Communications" LLC JV
"Novo Farm Komplekt " LLC JV
"Green Line Profile"LLC JV
"Agrofresh" LLC JV
"Telecom Innovations" LLC JV

자동차 OEM 부품
압축천연가스 관련 장치
보일러 히터
PE 파이프
PP 파이프, 부품 등
휴대폰, 태블릿 PC
휴대폰
의약품
알루미늄 제품
과일 및 야채 보관
셋업박스, ADSL 모뎀 등

인도
이탈리아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영국
영국
아랍 에미리트
싱가포르, 중국

자료 : 나보이 특구 홈페이지(https://www.feznavoi.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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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나보이 공항을 위탁 경영 중이며, 화물 터미널을 건설
하여 유럽이나 인도로 가는 물류의 중간기착지로 활용
- 공항 시설 현대화 작업, 항공·육상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나보이 공항을 경유해 유럽행 항공화물을 수송하는 인천-밀라노, 인천브뤼셀 등의 화물노선 구축
● 투자 인센티브는 면세와 통관 특혜, 외국환 거래 지원 등
- 관세 면제의 경우 제조업체의 원료나 신제품 등 일정한 설비를 한정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나보이 경제특구에서는 수출 목적시에는 관세 면세
대상을 설비·원자재·부품 등으로 확대
- 다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투자인센티브에 의한 면세조건>
조

건

기업이 타슈켄트 시·주 이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조금 없이 직접 투자를 해야
해외 투자 기업의 자본금 비율이 33% 이상이어야
투자금을 자유교환가능통화 또는 설비투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세금 면제로 인한 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자료 : 딜로이트

(안그렌) 2012년 4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타슈켄트의 인접 지역에 설립된 경제
특구로 첨단기술 제품 제조 및 물류 인프라 개선 추진
● 안그렌 경제특구와 수도인 타슈켄트 사이의 거리는 80km로, 나보이 경제특구
(490km)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면적은 1,638헥타르
- 구매력 수준이 높고 이미 도시화 기반이 갖추어진 타슈켄트와의 인접성을
활용하여, 타슈켄트 소비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첨단기술 소비재 중심의
투자 유치를 추진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석탄 광산 지역으로 소련 때부터 제조 공장과 광산이
운영되었던 곳이며, 국영에너지회사 우즈베키스탄에너지의 자회사인 아파
르탁이 석탄 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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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운송 및 물류시스템을 현대화함으로써 유통 효율을 높이고자 안그렌
주변 철도 건설 및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
- 2016년 7월에는 안그렌과 페르가나 지역*을 연결하는 안그렌-팝 철도를 개통
했으며 2017년 말 기준 일일 8대의 화물 운송과 3대의 여객 운송이 이루어
지고 있음9)
*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지역으로 인구의 약 30%가 집중되어
있는 농업·산업 중심지이며 중국과 인접해 있음

- 이를 통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된 타슈켄트 지역과
페르가나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내륙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안그렌 물류센터(Angren Logistics Center) 현대화를 통한 선진 화물
컨테이너 운송시스템 구축 등 국내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교통, 공업, 정보통신 등 안그렌 경제특구 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6,000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
- JSC Uzbekenergo(에너지) Uzbekneftegaz(가스), Uzbek Railways(철도)
등 국영 기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투자
● 안그렌 경제특구에 따르면 현재 입주 기업은 54개사이며, 주요 투자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임
- 한국 입주기업으로는 신동에너콤, 현대인터내셔널, EG라이팅 등이 있으며
생산 제품은 실리콘, 액화가스용 실린더, LED램프 등

9) 출처 : World Bank, 2017, “Pap-Angren Railway Implementation Status & Resul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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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렌 경제특구 주요 투자기업>
회사명

생산 제품

국가

프로젝트 비용
(백만달러)

1

-

고무제품(타이어,
컨베이어벨트)

우즈베키스탄

214.0

2

Аngren Shakar FC LLC

설탕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108.5

3

Xin Zhong Yuan Ceramics
Co.Ltd

유약 벽재 및 바닥 타일

싱가포르

70.0

4

Lyux Granit

세라믹 타일

우즈베키스탄

37.5

5

Angren Quvur Zavodi

구리 파이트

우즈베키스탄

35.5

6

Run Tong Metal Industrial FC

강관 및 피팅

중국

30.0

7

Great Wall Ceramic
Industries JV LLC

장식용 세라믹 타일 및
위생 도자기

중국

22.0

8

National Ceramics JV LLC

유약 된 도자기 및 세라믹
타일

중국

21.1

9

Izomat Tech LLC

단열 소재

우즈베키스탄

16.8

10 Uz-Prista Recycling JV LLC

공업용 폐유 가공

불가리아

16.0

11 Ohangaron Kombikorm LLC

가축, 조류 및 물고기용
과립형 사료

우즈베키스탄

11.9

12

Dal Heavy Industries FE

금속 구조물

터키

10.7

13

Top Oil FE LLC

지방 및 기름 제품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10.7

페로실리콘

한국(신동에너콤)

8.7

14 Uz-Shindong Silicon JV LLC
15

UNG ECONN JV

액화가스용 복합 실린더

한국(현대인터내셔널)

5.4

16

EGL-NUR JV LLC

에너지절약형 LED 램프

한국(EG라이팅)

1.0

주 : 입주기업 중 프로젝트 금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및 한국 기업만 기재
자료 : 안그렌 특구 홈페이지(http://fez.uz/page/predpriyatiya-uchastniki-sez-ang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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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 우즈베키스탄 제 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에 인접한 경제특구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작 경제특구의 면적은 364헥타르에 이르며,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로부터
각각 185km, 95km 떨어져 있음
- 지작 경제특구가 위치한 지작 및 시르다리야(Syrdarya) 지역은 제품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광물 등이 풍부
- 전기·전자, 기계, 건축자재, 화학, 음식료, 의약품 및 화장품, 가죽가공 등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 우즈베키스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제품을 현지 생산함으로써 높은
수입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 및 유럽 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과 공동으로 매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수 시장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장지향형 생산시설 투자를 하고 있음
<지작 경제특구 주요 투자기업>
프로젝트 비용
(백만달러)

회사명

생산 제품

국가

1

“PengSheng” JV

세라믹 타일, 가죽신발

중국

26.2

2

“PengzhongXingsheng” JV

휴대폰

중국

3.2

3

“Peng Sheng Casing” JV

동물 제품 가공

중국

1.4

4

“Peng Sheng Feed” JV

가축 사료

중국

1.0

5

“QuyoshIssiqlikEnergiyasi” JV

태양열 온수 시스템

중국

2.5

6

“AWP” JV

위생용품

중국

7.0

자료 : 주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홈페이지
(https://uzbekistan.lv/en/free-economic-zone-jizzakh)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우르구트, 기즈두반, 코칸드, 하자라스프) 2017년 1월 경제부, 대외경제무역
투자부, 지방 정부 등의 협력으로 신규 경제특구 4곳을 지정
● 사마르칸트, 부하라, 페르가나, 호레즘주가 보유한 생산 자원의 포괄적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한 현대적인 생산 설비 구축과 고부가가치 수입대체품을
생산을 목표로 함
- 주요 투자 유치 분야는 농식품 가공·포장·저장, 카펫·양말·가죽 ·섬유,
화학, 의약품, 식품, 전자, 자동차 및 기계류, 건설자재 등
- 현지 원자재, 입주기업과의 산업협력을 활용한 첨단기술 제품 생산의 현지화,
국제적 기준과 인증에 맞는 과학적인 생산시설 수립 등을 추진
● 신설된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는 아직 미진한 편
-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UzAFI)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경제특구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는 총 69건, 투자액은 5.1억 달러인데, 신규 경제특구 중에는 하자라
스프에서 시행된 1건의 프로젝트(360만 달러)가 유일함
● 향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늘어날 전망으로, 한국 기업은
경제특구 입주 시의 혜택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KT는 2018년 9월 우즈베키스탄 전력청과 3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미터기
공급·운용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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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우리나라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로의 외교·경제 저변 확대와 신성장 산업
창출을 추진
●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 과제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채택
하고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
-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인도와 아세안(신남방),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신북방)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함
-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목표로는 ‘협력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추진’을
제시10)
-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중앙아시아
내 산업협력 인프라 조성, 한국형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장관급 공동위
개최를 통한 유망 협력사업 발굴 및 경협기반 강화 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목표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구축, 한국형 전자
무역플랫폼 구축을 통한 對중앙아 무역증진 및 우리 IT기업 진출기반 마련
등을 제시

한국 기업들은 국제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전략이나 다국적 현지화 전략을 취해 왔음
● 바틀렛과 고샬은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과
현지 특성 수용(local responsiveness)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
10) 출처 : 산업부, 「2018년 무역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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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틀렛-고샬의 Integration-Responsiveness Matrix>

자료 : Bartlett and Ghoshal, 「Managing Across Borders」

●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통합
수준을 높이는 글로벌 전략을 구사
- 해외직접투자는 신설투자(greenfield) 또는 인수합병(brownfield M&A) 등의
방식을 취하며, 이를 통해 현지 생산기지(production base) 확보
● 대우텍스타일은 인수합병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글로벌 전략에 성공한
사례
- 1996년 대우텍스타일컴퍼니(DTC)가 설립된 후 2006년과 2008년 각각 갑을
페르가나와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인 부하라 텍스타일의 방적공장을 인수
하면서 생산기지를 확대
- 세계적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 원면을 현지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
- 유럽, 중국, CIS 등을 대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수익선을 다변화하였으며,
현지 인력 고용 및 CSR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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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특성 수용 정도를 강화하는 현지화 전략이 유효
- 정부 산하 공기업이 자동차, 자원 등 주요 산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인트 벤처나 전략적 제휴 등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진출
- 또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소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나 로열티 계약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도 시장
기지(market base)를 구축하는 방법
● 국영 자동차기업 UzAvtosanoat의 승용차 부문인 GM 우즈베키스탄에 납품
중인 300여개 부품 협력사와 현지 합작 진출 기업들이 현지화 사례임
- GM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GM이 ‘우즈 대우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지분을
인수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UzAvtosanoat와 GM이 각각 75%, 25%의
지분을 보유
-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1990년대 대우자동차의 자동차 공장 설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자동차부품 수입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신뢰도 및 선호도가 높음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수요와 양국 간 파트너십을 고려한 초국가
전략이 필요
●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자유특구 활성화, 산업화 및 도시화 확대를 위한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cooperative partnership)
을 쌓는 것이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
- 투자자금의 회수보다는 현지국의 사회 및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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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형태로 진출하는 접근이 필요
-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협력 수요가 커질 전망
- 우즈베키스탄 내 목표산업(target industry)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를 병행
하는 전략적 투자 진출이 중요
-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업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역량이
선결과제이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신설 경제자유특구 등 상당수의 투자 분야가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고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단계로,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리스크 요인 존재
- 현지 진출 초기에는 국영 기업 등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글로벌 통합 수준 강화를 통해 글로벌 분업과 글로벌 소싱의 이점을
확보하는 초국가 전략이 요구됨
●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을 통해 초국가 전략을
구현하는 것도 방법임
- 2010년 한국조폐공사와 포스코대우는 컨소시엄을 이루어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으며, 지폐용 면펄프 등을 생산하여 한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
- 한국의 지폐용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을 고려한 것 외에도 CIS,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수익구조를 개발하여 글로벌 소싱 및 분업의 이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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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
이며,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해외자본 유치가 절실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개방정책 추진을 통해 대외무역 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
-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며,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 투자환경 개선, 선진
금융제도 도입, 조세제도 개편,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제시
- 2016년 ‘경제자유특구 활동 증진 및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 2017년 ‘외환
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를 차례로 승인해 외국인 투자 및 대외교역에 우호
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우즈베키스탄은 해외자본 유치와 제조업 발전의 거점으로 경제자유특구를 지정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
● 2008년 최초로 나보이 경제특구를 설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타슈켄트
부근에 안그렌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시르
다리야 지역에 지작 특구를 설립
- 2016년에는 나보이, 안그렌, 지작 특구를 경제자유특구로 통일하고 법제도와
세제 혜택을 일원화하였으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및 행정 절차를
단일화해 투자 환경 개선
- 이어 2017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우르쿠트, 기즈두반, 코칸드, 하자라스프 등
4개 경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
- 이외에도 의약품, 농업, 관광 등 산업별로 특화된 경제 특구를 신설하여
2018년 말 기준 총 19개의 경제자유특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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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경제에는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한 기회와 외환·금융 불안정성
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상존
●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자원과 생산가능인구 급증,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부터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IMF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이 2018~2020년에는 5%~5.5%, 2021~
2023년에는 6%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물가
상승률 급증 등 불안정성 지속
- 2017년 9월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우즈베키스탄 환율은 8,100숨/달러로
약 2배 인상되었으며, 2017년 말 물가상승률은 18.9%를 기록
● 부정부패 관행과 법제도 미비 등으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지표에서도 하위권인 74위를 기록
- 이중내륙 국가로서 육상 운송에만 의존하는 운송 시스템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높은 점도 약점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국으로,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우즈베키
스탄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추진
● 한국은 자동차, 섬유제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 투자해왔으며, 우즈
베키스탄의 대외교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1990년대 대우 그룹이 자동차, 섬유제품 등 부문에 진출한 이후 한국 기업
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광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진출 확대
- 2017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5위 교역대상국으로 수입 및 수출 비중은
각각 9.5%와 0.9%를 차지하며,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한국을
8차례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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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로의 외교·경제 저변 확대와 신성장 산업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 수립
- 정책 목표로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수립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구축, 한국형 전자
무역플랫폼 구축을, IT기업 진출 등을 제시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과 한국 기업의 성장 기회를 동시에 확보
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국 기업들은 신설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높은 글로벌
통합 수준의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거나, 우즈베키스탄 현지 특성을 고려해
시장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국적 현지화 전략을 취함
● 현재는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수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불균형 구조를
띠고 있는데, 장기적인 무역 불균형 심화는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현지에서 매출 기회를 얻는 데 집중하는 일방적인 진출 전략이 아니라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기업과 협력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통합 수준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초국가 전략이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확대 정책은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차원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
●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포용적
성장에의 기여 등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과 한국 기업의 이윤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화 전략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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