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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993년 이후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 추이 분석 

 

아카슈 다스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경제관계의 협력, 변화, 투자 및 무역 추이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출범한 각 정부마다 대(對)카자흐스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검토하고, 경제관계에 시기마다 간헐적인 변화와 추이가 생긴 까닭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어떠한 국외적 주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려고 진출하고 활동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철수동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과 원인을 연구하고 밝히려는 

것이다. 한국의 각 정부의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응과 입장, 

한국의 광범위한 자원외교 등 외교의 거창한 목표와 유익한 결과를 

알아보고, 1992년부터 28년 동안 현재까지 발전해 온 양국의 경제관계의 

성과, 중요성과 유의미함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전략적인 동반자’라 및 ‘중앙아시아 

파트너국가’라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양국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의 범위와 영역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양국 간의 여러 

협상 및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국내외 정치, 외교 및 

경제 여러 상황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때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또한 양국의 정부가 상호이익을 위해 

그러한 정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와 

한국의 경제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1948년부터 경제 분야에서 경험이 충분하고, 경제 및 산업적 

근대화 길에 일찍 선 국가이며, 소련 붕괴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성장하는 중인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을 할 때 쉽게 

접근하고, 정부마다 여러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1991년에 독립하여 경제 및 무역에서 경험이 

부족함으로 한국의 정부마다 정책에 따라 경제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의 나타난 변화와 추이를 

밝히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국의 관계를 평가하고, 진단하거나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관계 및 협력의 추이의 주요요인과 원인을 밝히고, 외교적 

의견과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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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전략적인 동반자이며, 이러한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전략적인 동반자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외교, 무역, 경제, 금융 및 인도주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기구 등 많은 

영역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관계가 긴밀한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인 파트너 등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력 범위를 넓히고 발전 방향을 

지향해 왔다. 잠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말하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정치,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관찰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중앙아시아는 늘 강대국들의 

정치·경제적인 관심사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 중에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지역 전문가, 대외관계 학자들과 정부 차원의 고위급 관료들의 

의견에서 항상 한국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CIS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된다. 카자흐스탄의 전문가들의 관점에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간주되고, 카자흐 사회에서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보건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여겨진다.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은 자원외교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라는 외교적 관점이 더 강하다. 따라서 

양국의 외교, 경제 및 기술 등 협력이 늘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과 (남한) 카자흐스탄의 접촉은 구소련 시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가능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1991년 11월 30일에 승인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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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다. 탈냉전 ‘북방정책’으로 시작한 협력은 현재까지 

‘신북방정책’으로 지속되고 있다. 아직 미진한 분야도 존재하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많은 분야에서 양국은 관계를 심화시켰다. 현재 양국의 

경제관계를 경제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에 한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있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경제, 무역, 

비자, 인도주의 협력, 문화, 교육, 기술, 환경, 서울시와 누르술탄 시 

자매결연, 및 협력, 화학,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협정에 

서명하였다. 첫 번째 무역협정은 1992년 7월에 서명되었고, 가장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19년 4월에 양국 간의 여러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가깝지 않지만, 대륙적으로 국경을 접한 

여러 나라들보다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의 

경제협력이 카자흐 및 한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무역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역은 1992년 수준보다 현재 40 배 정도 발전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10 대 무역 파트너 안에 들어가고 있으며, 투자로 따지면 

7대 해외투자국 안에 들어간다. 한국 투자는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몇 번 1위를 다투었고, 10위에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 땅에 진출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양국의 교역이 한 차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에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양국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에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선 자원, 에너지, 석유, 가스 개발, 부동산건설,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인프라 설계 및 건설 등 사업이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기계, 자동차, 기술 및 

여러 최신 전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관계에 여러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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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관계는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양국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 양국은 

상호이익이 될만한, 실현주의·현실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실행하고 강조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외교, 

정치, 경제와 무역 등 협력은 언제나 양국의 대외관계 상황에 달려 있기도 

한다. 따라서 양국은 외교관계를 이익과 현실에 따라서 발전하고, 추진하고 

또한 심화시켜 오고 있다.  

 큰 그림을 요약해서 말하면, 한국의 새 정부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의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중간에 가끔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가끔 소극적인 자세도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추이도 생긴 바 있다. 출범된 정부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이는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정부가 출범하였고,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Nazarbayev's 

Government) 계속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30년 가까이 기간 동안의 

양국의 경제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가 중요한 연구이다. 노태우 

시기부터 문재인 시기까지 추진된 모든 외교, 정책 및 경제협력, 즉  

양국의 30년 동안의 관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 정부와 같이 한국 

기업들도 중앙아시아로 적극 진출하여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중에는 실패한 기업도 있으며, 성공한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양국의 경제관계의 활력이 정부마다 있었다. 한국 정부마다 

추진된 정책 중에 유사한 정책, 유지된 정책 또는 새로운 정책들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큰 배경에서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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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늘 높으며, 양국의 경제 

관계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경제관계의 흐름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관계의 추이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들의 추진된 정책의 중요성도 나타났으며, 요컨대 분석은 추진정책과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간의 대외관계 및 경제관계의 발전, 변화, 

문제점 및 추이, 그리고 시기마다 추진한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시기별로 

변화가 왜 생겼는지 및 추진된 정책이 무엇인지, 왜 경제관계에는 추이가 

생겼는지를,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고 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를 노태우 시기부터 문재인 시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투자의 감소 및 증가, 무역의 추이에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원인과 주요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부시기 및 추진정책에 따라 

파악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서 공식, 초청 등 방문으로도 

분석한다. 또 하나의 주요 목적은 양국의 경제, 외교 및 정치 관계의 

중요성을 분석한다. 왜 시기마다 나타난 변화는 양국의 경제관계에 크거나 

작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나왔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제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문학, 에너지 및 자원 등의 

분야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의 변화와 투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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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 

내에서 가끔 카자흐스탄이 연구되거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및 카자흐스탄,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그러기 위해 

양국의 경제관계, 협력 및 각종 교류를 언급한 모든 선행 연구를 

통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중의 경제관계에 관련한 연구들을 일부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택한 선행 연구는 10개 이상이다.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세계경제 진입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을 중심으로”(홍성원, 1999)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자원외교에 

대해 최초로 진행된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그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정책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IMF 위기 이후에 작성되었더라도 시기에 맞게 

진행된 연구 중의 하나다. 이 논문의 한계는 그 당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에 

중앙아시아 자원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탄생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무역 및 투자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위세브 자나르굴, 2006년)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한국 기업진출이 서술되었다. 본 논문의 한계는 선행연구에 

대한 연구가 없고, 양국 간의 경제관계 문제에 대해 다른 논문들과 유사한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1997년 위기만 양국 관계의 주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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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오래된 연구 중의 하나로서 정치, 국제 및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이 부족하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여러 관계를 이 논문에서 볼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정책”(김중관, 2006)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특징과 산업구조, 에너지 정책, 석유화학 분야, 

카자흐스탄의 석유 산업발전에 대한 국가의 계획, 투자 등을 서술한다. 

카자흐스탄과 석유 분야에서 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의 입장과 

이익추구를 파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진출을 언급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 현황을 다루고 적절한 분석을 시도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김중관, 

2006)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살피고 

강조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대외관계정책을 검토하고,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전망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수입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 특이하게 나타났던 것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정보 분석의 부족은 양국 경제관계에 대한 단점과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 방안: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이재용, 

2007) 연구에서 저자는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인 

잠재력과 유망한 파트너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논문의 절반은 

카자흐스탄의 중요 정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나머지 절반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방안을 살펴봤다.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특히 이 기존논문에서 양국의 교역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의 논문에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교역의 추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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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원인과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저자의 논문에는 1997년 위기와 

2000년 중반의 교역의 문제점만 언급되었지만, 이도 충분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협력” (Aidarova Aigerim, 2011)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이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설명된다. 저자는 연구를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로 나누며 연구하였다. 양국의 경제협력변화의 문제로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선택한 기간이 짧다. 특징은 

무역, 투자 등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유익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플랜트시장, 농업, 원자력, 인프라, 교통, 건설 분야 등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시기마다 연구하였지만, 한국 

각 정부의 정책을 깊이 분석하지 못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아루잔 아야우잔, 2012) 

연구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보다는 농업분야 협력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저자는 자원개발 및 투자 분야에서 협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는 교역과 투자 현황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추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다른 기존 논문과 

마찬가지로 1997년 위기 및 2008년 위기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카자흐스탄의 경제프로그램과 

농업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 자원외교와 국내 유가 문제”(주재우, 2012)에서는 한국의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도 노무현 자원외교에 

대하여, 에너지법, 해외자원개발법 등 탄생을 분석하였다. 내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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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관계, 자원에 대한 협력 등이 설명되었다.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유형과 대응: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박지원, 2013)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투자할 경우에 마주할 리스크에 대해 예측하고, 여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마주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정치적인 리스크 (Political Risk), 

투자환경 (investment climate), 사회 혼란 (civil disorder), 몰수 

(expropriation), 전쟁 (war) 등 리스크와 상황을 맞이할 경우가 있는 것을 

논의하고, 모든 리스크에 따라 투자의 현황과 경제적 전망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분야별로 2007년~2012년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연구의 분석 한계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에 한국 투자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아시아 해당 국가들에서 정권 교체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분야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진출 해외(외국)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활동 전략과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윤성학, 2013) 한국뿐만 아니라 기타국 기업들의 

CIS 전략을 연구한다. 또한 그들의 CRS에 대한 특징을 검토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세금에 관한 정책현황을 살펴봤다. CRS에 

관한 카자흐스탄 국가의 요구, 입장과 사회적 변화는 글로벌 체제에서 

생존해 온 한국 기업들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며,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금융 및 법률 제도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업들은 

쉽게 투자하고,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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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원외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채재병, 2014)에서는 

한국의 자원외교의 역사, 발전, 현재 자원외교의 현황을 소개한다. 게다가 

세계 자원외교의 변화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원외교 주요대상 지역으로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 지역을 꼽고, 자원외교가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 중앙아시아 나라 중의 카자흐스탄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 연구 및 제언” (다우토브 

바우르잔, 2017)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및 잠재력이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한 가지 특징은 IT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양국 간의 기술 분야를 협력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평가하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단점과 한계는 한국 각 정부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그 당시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집중한 연구들이 다수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대부분 연구는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널리 소개하고 있거나, 또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정책 출처는 박정희 정부 시기이다. 그 당시 국제상황으로 

그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 아니었다. 경제 및 정치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한국 자원외교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자원, 

특히 원유 공급 확보에 치중하였으나, 당시 한국은 자원외교를 수행할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있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실패 사례도 많이 발생했다. 

1990년대에는 자원외교 대상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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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지만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4년 이후부터는 자원 정상외교를 

강화하였고,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자원외교도 강화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밀착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채재병,2014:82).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처음으로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때부터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필자는 그러한 견해 한계 및 분석 한계, 시기 한계를 

극복하고 필자의 논문에서 새롭게 각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후속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에게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의 출처가 노무현과 

이명박 시기가 아닌 것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000년도 중반 

(노무현 시기) 및 2010년 중반쯤에 (이명박 시기)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범위는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 인프라 및 산업 분야이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범위와 규모, 

분야를 확대하여 각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부마다 경제관계의 변화 및 

투자, 무역 추이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여러 단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본 논문의 시기, 정책, 통계, 분야를 확대시켰다. 정책과 

경제관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경제관계 역동적인 성격, 추이, 교역 추이 

및 투자 추이의 주요요인과 원인 발견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와 필자의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 기업의 진출과 철수의 원인과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 

다수의 의견으로 주요한 결정요인은 1998년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진출과 철수의 원인과 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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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진출과 철수 문제에 영향을 미친 정책, 국제적인 상황, 내외적 

상황, 영향, 교역의 하락과 증가 추이, 나라의 경제관계의 피해,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제1차, 제2차 진출, 제3차 진출 

그리고 제1차 철수, 제2차, 제3차 철수라는 개념과 현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례로 분석하고 특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진출과 

철수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사실은 모든 측면에서 파악하고 상황을 

연결하여 연구가 진행되면 모든 경제관계의 변화 투자 및 무역 추이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경제관계의 결과를 전망성으로만 보고 

있고, 문제점으로 넓게 주장하지 않았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결정요인과 원인, 정책 추진 및 

상황을 연결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행연구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필자의 대외관계 및 경제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3. 문제제기  
 

우선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5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에서 출범한 각 정부마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카자흐스탄 새 정부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는가? 셋째, 경제관계에서 투자와 투자철회의 

추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경제관계의 변화, 투자의 감소 및 증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 요소들이 무엇인가? 넷째, 그리고 왜 한국 투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했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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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노태우 시기부터 문재인 시기까지 한국의 각 정부는 

유라시아 전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1993~1998년 사이에는 김영삼 정부는 통상외교 및 자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경제관계를 유지하였다. 노무현은 중앙아시아 자원정책, 

이명박은 자원에너지 정책, 박근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은 

‘신북방정책’을 추진했다. 각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정부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경제협력을 선호하였다. 둘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외교,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 

국가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한다. 

셋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의 변화는 우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나타났고, 그 다음 국제 및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있어서 언제든지 중앙사이사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나라이다. 경제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이며, 외교, 안보 및 정치 측면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이다.  

4.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교관계, 경제적인 협력, 정책 및 

경제관계 추이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양국의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각 정부마다 행사한 정책에 따라 양자관계에서 나타난 경제협력들을 

분석하고, 정책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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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통계자료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받은 

데이터에 따라 정부 시기, 연도 및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보여준다. 양국의 협력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나 철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인다. 그러나 요즘 양국의 

경제관계의 추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경제관계의 추이의 

변동의 원인과 요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정치적인 함의도 많이 담고 있다.  

 정부 및 시기마다 자료들을 수집하여 살펴봤다. 자료 종류는 

다양하다. 문헌 조사도 하였고, 통계 데이터도 수집하였다. 자료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부마다 및 시기마다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단행본, 외교백서, 논문, 기사, 무역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무역 및 경제에 관한 기관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은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들은 모두 정책, 경제협력에 대한 자료들이다. 

 본 논문에서 카자흐스탄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연구소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소의 연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여러 학자의 연구를 활용하고, 한국에서 한국외교부의 외교 백서를 

활용하였다. 이들도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요즘  

카자흐스탄에서는  여러 나라에 대한 정책 연구가 “Kazakhst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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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한국 협력: 현황 

및 전망성”, 과학 간행물, 국제 과학실무회 자료 (2009년 4월 29일 알마티)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научное 

издани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 Алматы, 29 апреля 2009 г.)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г.), 김 게르만 니콜라예피츠, "카자흐스탄-한국 : 전략적 

파트너십의 길 따라 1권 파트너쉽과 협력의 단계" (Almaty, 2012,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Г.Н. Ким «КАЗАХСТАН — ЮЖНАЯ КОРЕЯ: по 

пу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нига 1 Этапы партнерств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лматы, 2012, 83 стр.,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등이다. 2012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 관한 두 권의 

연구자료를  김게르만 니콜라예비츠가 발행하였다. 김 게르만 

니콜라예비츠는 카자흐스탄, CIS 등 국가에서 활동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수도에 위치한 일류대학교에서 Medeubaeva Zh.M. 의 논문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교 정책 교리의 역사” (1991-2010) Astana 2012, 논문. -

아스타나, 2012. (Медеубаева Ж.М.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доктрин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1991-2010 

годы) Астана 2012, 240 страница, Монография. – Астана, 2012 год.), 

"카자흐스탄의 오늘" 알마티 2009,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named 

after L.N. Gumileva” («Казахстан Сегодня” Алматы 2009, Еврази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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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Л.Н. Гумилева) 등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한국과 협력을  언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논문, 연구, 발행물 

외에 본 논문에서는  카자흐스탄 신문 기사 등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한국의 외교백서” 및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서 

출판된 자료들의 여러 외교  및 경제적인 부분이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필자는 시기마다 분석할 때 5년의 기간을 정하고 정리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간을 감안하여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5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모든 데이터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선행논문이나 연구 자료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자료들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 시기 분석도 없다. 이를 고려하여 모든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시기마다 행사된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시기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과 연결하여 추이를 밝혔다. 

경제관계의 중요성과 협력의 긴밀성,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계, 정책을 

다 같이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교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제관계, 협력 및 교류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각 정부의 입장과 정책,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철수, 투자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경제관계의 추이, 

수입과 수출의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들의 정책을 내세웠다. 그 당시의 양국 내부, 외부에서 진행된 

정책들에 따라서 추이가 생길 수 있다는 추측을 하였다. 양국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까지 시기마다 발전한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정부들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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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경제관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30년 동안 경제관계의 추이, 중요성을 점검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론부터 소개하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검토, 문제 제기, 자료 수집과 연구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론 부분을 소개하면, 제2장에서는 노태우 시기 

양국의 관계, 북방정책, 카자흐 대통령의 방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교관계설립, 한국 정부의 카자흐 정부의 독립공식 승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협정 서명 등을 서술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비롯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카자흐스탄에 관한 정책 추진, 양국의 외교 및 경제관계, 여러 합의 

등 시기별로 외교 및 경제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보여주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기업 진출 및 철수의 주된 요인,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시기별 투자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기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연도별 

업종별 투자 변화를 보여준다. 양국 간의 무역 현황, 증가세와 하락세, 

흑자와 적자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소개하면, 제5장에서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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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992-2019년 간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1. 외교관계수립과 무역협정 서명   
 

노태우 정부는 양국의 튼튼한 외교 관계 및 경제 관계의 기초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본 시기부터 양국의 

우호관계 및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간의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첫째, 북방정책으로 양국의 협력이 외교관계 수립 전에 

일찍 시작하였다. 둘째,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1991년 12월 30일에 승인하였다. 셋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는 

정부의 독립공식 승인 이후인 1992년 1월 28일에야 외교관계를 수립될 수 

있었다. 넷째 경제관계를 위한 중요한 서류인 무역협정 서명을 할 수 

있었다. 필자가 노태우 시기부터 연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기존연구에서 빠지고,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처음으로 경제관련 합의를 하였다. 이 시기는 양국 관계의 첫 

단추 시기이다. 깊이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모든 정부가 추진한 경제관계와 협력은 노태우 시기와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관계의 출처는 노태우시기이다. 그는 양국 관계의 기초에 첫 

벽돌을 쌓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는 경제관계의 기초로 

처음 소개되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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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고 싶은 것은 첫째, 공산주의 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카자흐스탄 선수도 참가하였고, 둘째,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국회협력이 이루어졌고, 셋째,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공산권의 국가들 중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정치인 또는 국가원수이자, 또한 한국 대통령을 최초로 초청한 

공산주의 국가의 대통령이었고, 넷째 1991년에는 CIS (독립국가연합) 

탄생하고, 그 다음 알마아타 선언이 발표되어서 소련이 해체되고, 알마아타 

선언 후 한반도와 CIS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권리가 생겼고, 다섯째, 

노태우 정부 시기 1991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승인하고, 주권을 인정하였고, 여섯째, 미국에서 1992년 1월 21-23일 

독립국가연합 (CIS) 원조 조정 제1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일곱 번째, 미국 국회 회의 이후 

1992년 1월 28일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가 공식 수립되었고, 

여덟 번째, 독립국가연합 (CIS) 원조 조정 제2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한국이 쌀 지원을 했으며,  아홉 번째 한국 외무부 장관의 카자흐스탄 첫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첫 무역협력협정이 서명되었고, 열 번째, 한국의 

차관에 관한 CIS 국가 지도자들의 경쟁이 나타났고, 열한 번째, CIS 국가 

원조 조정 제3차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요 정책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시기를 살펴보면 먼저 CIS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였고, 그 

다음 소련이 해체되고, 한국과 CIS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기회가 왔다. 

한국은 한·소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CIS,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를 구상했고, 이는 노태우 정부 시기 긴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와 관계를 개별로 추진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에 한국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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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에 CIS 국가들에 원조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외교관계는 CIS 

국가들에 대한 원조협의 이후에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은 소련 해체 후에 

CIS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측하고 또는 여러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추진한다. 

독립국가연합 (CIS) 원조를 지원하는 제1차 국제회의 개최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사랑의 쌀을 지원한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1992년 1월 28일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1992년에 1월 22-23일에 CIS 국가들을 지원하는 제1차 

국제회의가 미국에서 진행된 이후에 양국은 1992년 1월 28일에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한다. 흥미로운 점은 1월 28일 같은 날에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카자흐스탄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1992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은 한국 및 북한과 외교 관계를 동시에 

맺었다. 그때부터 27년 동안 두 국가와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 측과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에 이르렀으며, 다른 측에게 자기 발전의 길을 

제의했던 모범적인 국가로 세계로 잘 알려졌다” (Егемен, 2019.01.26).   

카자흐 정부의 공식자료에서 한국은 7번째로 외교관계를 설립한 국가이며, 

북한은 그 다음 자리를 이었다. 이 정보로 한반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같은 날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외교관계를 최초로 수립한 국가들 

중 10위 안에 들어간다. 양국이 같은 날에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카자흐스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국 모두 카자흐스탄과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외교관계를 설립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협력을 

하였다. 한국과 카자흐 관계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후 외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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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한국 장관의 방문 목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이 방문의 목적에 관해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다. 이상옥 장관의 내용을 보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중요성보다는 외교적인 중요성이 더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뒤에 자원외교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외교가 

경제보다 더 중요성이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경제보다 

외교가 중요하였다.  

 이 장관은 카자흐스탄 방문 중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접견했다. 

“나는 7월 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50분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증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한국과의 관계가 그 실례라면서 

카자흐스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한국 및 북한과의 선린 협력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이상옥, 2002:812).  

 그 당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경제발전을 

선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한반도의 최근 정세와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과거 

카자흐스탄에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핵무기가 배치되고 있었다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핵실험장을 폐쇄하였으며 아시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상옥,  2002:812). 

 이 만남에서 경제 이야기도 이루어진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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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1990년 11월 한국 방문 후에 

삼성, 대우 등 한국 기업이 텔레비전 조립 및 냉장고 공장을 건설 중이나 

한국 기업체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다면서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얘기된 바 있는 미국 체브론 회사와의 유전 개발 계약 

체결, 영국 및 이탈리아 회사와의 유전개발 계획에 언급하여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도 경제 협력을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으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다.”(이상옥, 2002:813). 나자르바예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였으며, 한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은 30년 동안 늘 한국을 경제, 투자,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였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첫 외교 해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당연하였다. 그는 구소련 시기에도 한국을 경제, 투자 및 

무역 분야에서 협력할 국가로 생각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독립한 카자흐스탄 

정부를 지도하면서 역시 그러한 생각을 계속한 것이다.  

 카자흐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 “동대통령은 또한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비철 금속, 식품 가공, 소비재, 섬유류 분야 등이 유망한 것으로 

보며 중국과 항공 노선 개설 문제를 협의 중이므로 이 항공 노선을 

서울까지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이상옥, 2002:813).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한국계 

카자흐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는 인종 차별이 없고 소수 

민족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상옥, 2002:813-814).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한국의 장관의 주요 목적은 안보와 경제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가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하였다. “이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예방이 끝난 다음에 슈슬레이메노프 외무장관 주최 오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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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 무역 협정 서명이 

있었다.”(이상옥, 2002:814). “7월 2일 오전 9시 반 나는 카자흐스탄 

외무부를 방문하여 슐레이메노프 외무장관과 약 1시간 15분간 회담 

회담하였다.”(이상옥, 2002:810). 외무부 장관은 무역 협정 서명을 

언급하면서 그의 방문 목적을 언급한다. 이 협정은 양국 관계의 새 

페이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장관의 공식 방문으로 양국의 경제관계에 

관한 협력이 정상적으로 수립된다. 또한 양국의 수출과 수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쌓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서명한 이 서명은 양국 간에 첫 중요한 서류이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무역협정이다. 이 문서에 서명함에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이 협정이 체결한 후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경제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2. 투자보장협정과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정책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경제관계, 투자 등을 통해 양국의 사이가 가까워진다.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외교정책을 택하고 추진한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외교는 국제적 여건과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이념과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왔다. 1993년 2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32년 만에 문민 

민주정부로서 출범한 金泳三 (김영삼) 대통령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 아래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를 마련하였다.” (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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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97:271).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보다 다양한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7개 분야의 다양한 외교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안보·통일외교, 

경제·통상외교, 세계화·다변화·다원화 외교, 문화협력외교, 재외동포외교, 

에너지·자원외교, 과학기술협력외교 등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연계하여, 양국의 경제, 외교 및 정치 관계나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경제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임에 틀림없다. 각 정부가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과제와 정책을 실현한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통상외교가“ 추진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실행한 

경제·통상외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 세계 수많은 나라와의 경제관계를 

개선하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통상외교는 통산증진, 투자협력, 과학·기술협력,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공보처a,1997:274). 김영삼 정부의 

경제·통상외교는 외교를 통한 다양한 해외국과의 경제관계증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시기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아주 중요했다.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김영삼의 ’경제·통상외교‘와 ’자원외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CIS 지역에서 낯선 국가와 처음 접촉한 한국기업들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김영삼 정부는 투자와 무역을 겨냥하여 통상외교를 추진한 것이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신외교’의 기조에 따라 활발한 ‘세일즈 

정상외교’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미·일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경제·통상외교의 영역을 한층 확대하여 유럽은 물론이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서아시아 국가 및 중앙아시아 신생공화국들과의 

실질관계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공보처 b,1997:121).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는 여러 지역, 특히 CIS 지역, 그 중에서도 



 
 

24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신외교를 추진한다. 

그야말로 김영삼의 신외교는 바로 이때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최고의 뜻밖의 기회였다.  

 김영삼 정부의 신외교의 초청외교 덕분에 CIS 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은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초청 및 방문외교를 통해 접근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1995년 [15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訪韓(방한)”하였다. (공보처a,1997:575). 카자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고위급 장관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그 방문은 양국 간의 경제관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였다. “1995년 5월 15-1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N.Nazarbayev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서 양국 관계에 관한 기본 문서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관계와 협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이 서명되었다.”(Казахстан 

Сегодня, 2009:219).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양측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공 기관  간을 포함한 국가 구조의 부처 간의 

광범위한 유대를 장려할 것에 동의했다. 양국은 산업, 투자, 무역, 천연 

자원 개발, 과학, 기술, 농업 및 운송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을 개발할 

것이다. 우선 순위 계획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들 간의 긴밀한 접촉을 

촉진한다.”(Чон Бён Су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2009.02.17). 

  처음에는 CIS 국가들 간에 무역이나 경제관계가 가동되지 않아, 

앞날이 막막하였으나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은 시장경제가 

발전한, 장기간 자본을 빌릴 수 있는 외국과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발전하기를 계획하였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개혁을 실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혁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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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과 경제 및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를 발전시킬 

원동력과 기회를 추구했다.  

 김영삼 정부는 신생독립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결정하였고, 경제 및 

무역이익을 추구하여,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자 했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구공산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변화하는 세계경제 재편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개혁 및 자원 도입선의 다변화 등을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 자본·기술과 이들 

국가들의 노동·자원에 의한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여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긴밀해져 가고 있다.”(외교부 a,1994:174). 김영삼 정부 시기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한국의 이러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양국도 다변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했다.  

 “민간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1993년 4월 제2차 

한·러 극동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11월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금융인들을 위한 재정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카자흐, 

우즈베키스탄에는 경제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며, 카자흐는 경제개혁 

자문단의 방문을 요청하여 2차례에 걸쳐 동 자문단이 파견된 바 

있다.”(외교부 a,1994:175). 한국정부가 카자흐스탄으로 자문단을 보낸 

것을 보면, 양국 간 경제관계가 깊은 것을 의미하고, 또한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친선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주요 수입품목은 알미늄 등 원자재이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섬유류 등이다. 또한 한국의 대러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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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며, 무역업 위주였던 투자분야도 요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지역 또한 모스크바 중심에서 블라디보스톡 등의 극동지역 및 

우즈벡, 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넓혀지고 있다.”(외교부 

a,1994:175). 그러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 조정에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무역, 

경제관계가 촉진되었고, 비록 최고의 속도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양자 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경제·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 증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 (인도, 핀란드, 라오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필리핀, 

카자흐스탄), 이중관세방지협약 (영국, 벨기에), 경제과학기술협정 (칠레, 

라오스), 항공협정 (브라질, 홍콩, 영국,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의 인적 왕래 및 물질 교류가 활발한 국가 

(필리핀, 파리과이)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통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국제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사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외교부 b,1997:239). 

김영삼 정부는 1996년에 43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40번째 국가로 등장한다<표-1 참고>. 이 자료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투자보장협정을 공식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의 첫 발전 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법적으로 체결된 순간, 이것은 경제관계의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 이를 양국 정부가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서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직접 타결한 두 번째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갖춘 공식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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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996 년도 체결조약 (1996.1.1.-1-12.31, 발효기준) (외교부 

b,1997:358-360).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36 

37 

38 

39 

40 

41 

42 

43 

한·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  

한·몽골 EDFC 차관협정 

한·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

서  

한·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  

한·카자흐스탄 투자보장협정  

한·파라과이 범죄인인도조약  

한·영 이중과세방지 신협약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략 개정 및 의정서 삭제 

보조협약  

93.5.25 

96.12.6 

96.12.19. 

96.12.25 

96.3.20 

96.7.9 

96.10.25 

94.4.20 

96.11.30 

96.12.19 

96.12.19 

96.12.24 

96.12.26 

96.12.29 

96.12.29 

96.12.31 

 

게다가 투자보장협정은 많은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되었다. 마침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발전한다. 투자보장협정이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원인이며, 여전히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되는 

중이다. 

세계 경제관계 분야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의 추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원 덕분이다. 사실 당장 기술과 자원이 있어야 국가 

간의 튼튼한 협력이 긴밀해지기 마련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수출을 

위해 협력하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자원을 수입하고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세계화, 기술화, 정보화 

및 근대화 시대에는 자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깊이 인식한 김영삼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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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자원외교를 소련 붕괴, 탈냉전 이후에 최초로 추진한 

정부이다. 노태우를 제외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의 에너지·자원 외교의 성과 열매를 거둔 정부들이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는 전 정부들이 추진한 ‘에너지·자원외교‘가 이명박 정부만의 

자원외교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경제관계를 진단하는 

데 틀린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김영삼의 자원외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에너지·자원외교를 탈냉전 이후 한국 정부 중 

최초로 추진한다. 자원외교는 김대중 정부 시기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노무현 시기에 회복된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연구들은 전부를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인식할 만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를 널리 연구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 전문가는 전직 대통령 김영삼의 

에너지·자원외교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의 자원외교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의 에너지·자원 외교” 정책 및 현명한 외교업적을 

재평가하고, 그 정부의 업무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다시 

말해, 자원 외교는 김영삼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자원외교는 중앙아시아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김영삼 정부는 이 정책을 CIS 12개국, 현재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무역증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한국의 자원외교 추진은 그 당시 세계에서 나타난 에너지, 자원, 

석유 등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그 당시 모든 국가는 경제 성장, 

에너지 의존도의 독립성, 에너지 안보, 자원 확보를 계획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국익 극대화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간 자원협력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공보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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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355). 산업과 생산이 고도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필요성 및 확보가 불가피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에너지·자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1993년도에는 러시아·팔리핀·호주 등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러시아와 베트남과는 가스전 및 유전개발 사업참여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공보처 a,1997:355) 이렇게 김영삼 정부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창설하고, 모든 나라와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특히 CIS 

중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협력하려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문민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배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옛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관계 

측면에서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CIS 국가들은 소련 해체 이후에 

자본 부족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산업, 공업, 공장 등 

경제적 총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이 시기 한국의 에너지 자원 정책은 

이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자원정책으로 연결이 가능하면 국가 간의 

새로운 신뢰와 협력이 구축되며, 새로운 경제적인 상호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IS 지역 국가들의 정부들에게는 석유 및 가스 사업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투자 계획이 많았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CIS 지역의 시급한 사업인 

석유 및 가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반면에 수입할 자원, 에너지 등을 탐구해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측에 

경제협력을 제안해 적극 활동했다.  

 “향후 국내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석유·가스등 1차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국과의 장기 도입물량을 상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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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우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니, 호주 등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외교부 a,1994:183). 한국 정부는 CIS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 

보유국과 협력했다. 이들에게 개발을 제안하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을 진출시켰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자원 구리 분야에 한국 

기업이 들어오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의 카작므스 (Kazakhmis) 라는 유명한 

구리 회사는 한국의 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작무스는 1991년 

카자흐스탄이 독립할 때만 해도 적자투성이의 전형적인 옛 소련 국영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5년 이 회사의 경영을 

삼성물산에 위탁했고, 삼성은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화로 카작무스 

초대형 일관 구리 생산 업체로 만들었다.”(동아닷컴,2007.01.01).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데, 이는 CIS 독립국들에서 존재하였던 현상과 현실이었다. 

현재 모습이 달라진 CIS 국가들의 배경에는 김영삼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컸다.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 기업들이 CIS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고, 삼성 등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한국 기업들이 CIS 국가들의 산업시설, 공장 

시설뿐만 아니라 공영제도와 운영성격을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생산력을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은 그의 특성뿐만 아니라 안목과 능력을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은 CIS 국가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추진된 현명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간의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의 정상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양국 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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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과 발전을 추진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이후에 

중앙아시아에 관련한 ‘통상외교’, ‘자원외교’ 등 정책을 추진하여, 양국 간의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며 한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증가, 투자유입 

및 국가 간 경제협력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3. 이중관세협정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하고, 2003년 2월 24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었고 IMF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적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IMF 외환위기 극복이었다.“(대영문화사 a,2014:13).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 경제는커녕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유럽 

등 여러 세계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에서는 협력이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두 차례 고위급 인사의 방문만 

나타났다. 이 방문들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와의 관계가 소극적이었던 것을 입증한다. 카자흐스탄은 노태우 시기 

접근한 방법으로 다시 국회를 통해 김대중 정부에 접근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이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인지 양국의 정부 지도자들 

간의 공식방문 및 국빈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경제 관계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향후 살펴보겠지만, 정부 간 관계는 유지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 중요한 협약은 다음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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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인 1999년에 체결할 수 있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체결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그 무렵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가 모두 협력 강화를 하여 관세동맹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CIS 협정 강화 움직임은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Yeltsin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화되었다. 4월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간에 

국가 공동체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3월에는 키르기즈가 

1995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에 

합류하였다.”(외교부 b,1997:86).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이중관세에 

관한 협정을 뒤늦게 타결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 정치는 급변하고 있었다. “2000년 한 해 동안 

CIS 소속 국가들은 전환기 정치·경제 체제하에서의 혼란과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소속 국가들간의 관세동맹 활성화와 같은 경제 협력과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대처와 같은 안보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공통 이해에 

입각한 양자 및 다자간 통합을 과거에 비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 d, 2000:102). 경제관계발전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그 

당시 여러 국가들과 이중관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중에 한국도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중관세방지협력을 김대중 시기에 

체결했으며, 양국이 경제협력에 기여했다. 이 서류는 경제관계발전, 

수출육성과 촉진에 관한 중요한 서류였다. 특히 무역 증가를 위해 중요한 

서류였다. 이중관세방지협략의 체결은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하다.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미국 활동하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은 러시아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 목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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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러시아의 대CIS 정책은 전통적인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노력과 국가별 실질협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외교부 g, 2004:117-118). “또한 경제분야 협력강화를 위하여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즈스탄 4개국이 1996년 3월 창설한 

관세동맹은 2001년 5월 타지키스탄의 가입과 함께 유리시아경제공동체 

(Eurasia Economic Community: EAEC)로 출범하여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은 경제통합조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 7월 동 조약에 타지키스탄이 

가입하여 4개국 중앙아시아 공동체를 출범시킨 후 2002년 2월에는 이를 

다시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CACO로 격상시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정책 조율, 아랄해 

수자원공동 관리 및 에너지 협력강화, 국제테러·마약밀매,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g, 

2004:119).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큰 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상원의장이 외교 활동에 나섰다. 

김대중은 2001년 8월 21일에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을 만났다.“오랄바이 

압디카리모프 (Oralbay Abdykarimov)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하여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결합하면 양국 간 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고, 제2의 중동으로 평가되는 동 카샤간 유전 개발 등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압디카리모프 상원의장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2011:1553). 이러한 제안과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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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국가 관계는 소극적이었다.   

 상원의장 방문 이후 한국 측의 반응이 없었는지 카자흐스탄 측은 

관계추진을 다시 시도한다. 카자흐스탄 상원의장 이후 1년이 지나자마자 

카자흐스탄의 외무부 장관이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 2002년 10월 

21일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국무장관 겸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외교·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등 

실질협력도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한층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2011:1673). 양국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가 지도자 간의 방문이 중요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신에 선진국 미국과 유럽을 선호하였고, 러시아 및 몽골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회복,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요인과 원인에 따라 선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제안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 현황은 다행히 나쁘지 않았다. 한국 외무부 

백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과 

1992년 1월 수교이래 정치·무역·투자·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 1998년에는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에 대한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1995년 5월 Nazarbayev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에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CIS 지역내 두 번째로 많은 한인 동포들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려일보 발간, 조선극장 운영, 한인동포 강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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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1960년대 이래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여 

한·카자흐스탄 관계발전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외교부 

c,1999:288). 1998년, 즉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투자는 1위로 등장하였다. 

이는 한국투자 현황은 카자흐스탄에서 양국 지도자의 방문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좋았다는 뜻이다. 다음에는 1999년 경우를 볼 필요가 

있다. “1995년 가을에는 Nazarbayev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바 있으며, 1999년 현재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의 

제2의 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외교부 c, 1999:323). 1999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의 현황은 IMF, 또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요소로 

인해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양국 정치, 경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측은 2001년도 상원의장, 2002년에는 외무부 

장관을 특별히 보낸 것이다. 이러한 한국투자의 하락현황과 국가 간의 관계 

편수가 양국의 수출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향후 경제부분에서 살펴본다. 

   한국 정부는 CIS 지역 국가들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CIS 국가들은 비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석유, 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 막대한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약 36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 안목에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외교부 f, 2002:325). 하지만 한국과 CIS 주요국가인 카자흐스탄 

등과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몇 가지 있었다. “CIS 소속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들과는 

우리 기업의 적극 진출에 힘입어 실질경제협력 중심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 

따라 방직산업, 자동차, 자원개발 등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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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과는 지리적 거리와 경제적 상호협력 관계의 부족 

등으로 관계 발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 e, 2001:338).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리적인 거리와 경제 상호협력이 없으므로 

관계발전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는 IMF 

금융위기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시기의 경제관계는 소극적이었고, 양국 간의 

방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가 유지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기 양국의 외교 및 경제협력이 심화되었다.  

4. ‘협력다원화  
 

 노무현 정부는 다른 성격의 정부였다. 카자흐스탄의 정치, 외교, 

경제 등 관계도 이 정부와 특이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게 

경제는 정책의 우선 과제였다. 특히 무역 및 수출, 수입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정부였다. “노무현 후보의 공약 중에 경제 성장률 

7% 달성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2003년 한국경제의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 실적도 이전 정부에 비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대영문화사 b,2014:13). 이 정부는 ‘동북아’, ‘자원외교’, 

‘문화외교‘, ’경제외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5년 동안 노력한 노무현의 정부 동안 외교정책 및 

카자흐스탄과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모든 정책은 전 정부와 다른 점이 많았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과 균형 관계를 추진하여, CIS 국가들과 관계를 활성화시킨 대통령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김대중 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카자흐스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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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킨 대통령이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의 

정부를 “개선한 정부”, “활성화시킨 정부”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출발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는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자원외교는 김영삼부터 시작된 외교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그 정책을 

이어서 추진하였다. 김대중이 추진하지 않았던 외교를 다시 추진하여 

양국의 소극적인 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자원 외교뿐만 아니라 에너지 외교를 같이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이 외교를 추진하여 많은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는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53회의 해외 

정상외교를 펼치면서(우리 정상으로서 최초로 방문한 나라 13개국)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자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부국 또는 우리 기업의 

통상진출에 필수적인 국가들로 실제로는 경제적 지평확대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창호,2008:169). 노무현 정부가 자원 및 

에너지 외교를 계속 추진한 취지는 명확하다.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 

외교를 추진한 이유를 자원과 에너지 부족 및 소비가 증가했다는 배경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경제 및 정치에서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상외교는 기존의 외연을 확대하여 동북아와 기존 

우호협력 관계 국가 및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 대상지역을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정상외교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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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의 개척 기존 시장의 안정적 확보 등 국익 증진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을 협의에 포함하는 등 실리 면에서 더욱 내실화되고 

있다.”(외교통상부 i,2006:73). 

사실은 노무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세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정부가 2005년에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이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목표로 삼은 주요 

대책이었다.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 대책은 한국이 대중앙아 정책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로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외교 거점 마련; 둘째 

에너지·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 셋째 2015년 교역액 100억불, 연간 건설 

수주 5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시장 개척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재남,2009:3). 따라서 카자흐스타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카자흐스탄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마련한 첫 대책이다. 두 번째는 ‘한·중앙아 포럼’이다. 세 번째는 

자원협력위원회이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 관계가 개선되고 

활발히 발전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기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들 중 

최초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 2004년 9월 

19~20일간 중앙아시아의 세계적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Nazarbaye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외교통상부 h, 2005:72).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을 통해 외교, 

경제, 문화, 고려인 동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기업을 

강화하였다.“(외교통상부 h, 2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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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상호협조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양국의 협력에 관한 기대수준이 충족되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9월 19-20일 

중앙아시아의 자원 보국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기짐으로써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카스피해 잠빌 광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해 1개국 1광구 원칙을 깨고 2개 광구를 1개 광구로 병합하여 서명한 

것은 우리나라 정상 자원외교의 큰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김창호,2008:170). 노무현의 자원외교는 바로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노무현 임기 내내 한국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인 협력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 간에 마함벳 지역의 유망 우전인 ‘잠빌’ 광구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서 카자흐스탄 석유개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공사 간에 

‘브데노브스코예’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최초의 

해외 우라늄개발 참여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석유화학, 

조선 등 플랜트건설 진출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김창호,2008:170). 카스피해,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의 방향과 

투자의 비중을 늘리려는 관심이 보였다. “양측은 협상에서 상호 무역 

회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경향이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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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한국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협상 

이후 기자 회견에서 노무현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국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투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도로 건설과 정보 기술을 언급했다.”(Г.Н.Ким. Казахстан- Южная 

Корея Книга1, 2012:78).  

 노무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와 본격화된 에너지·자원 

확보 정상외교는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또한 그동안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주로 국한됐던 도입선을 다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석유의 경우 

러시아·카자흐스탄 우전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입선을 개척하였고, 국내 

수요의 65%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은 인도·브라질을 개척함으로써 

물량확보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김창호,2008:176).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석유, 가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도 흔쾌히 노력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국의 자본,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 및 인적자원을 결합하는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Nazarbayev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우라늄 등 광물 자원 개발, 석유화학, 조선 등 플랜트 건설 

등에 대한 진출을 자원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과 에너지·광물자원 협력약정이 서명됨으로써 양국간 실질 협력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다.”(외교통상부 h, 2005:72-73). 특히 노무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및 석유 분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카자흐스탄과 

상호협력을 달성했다.   



41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외교적인 성공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전 정부가 달성하지 못하였던 협력을 추진하였고, 

여러 분야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원외교를 

앞세우고 협력을 지속하게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의 확인매장량이 

세계 8위나 석유생산량은 세계 18로서 앞으로 석유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개최된 제1차 한·카자하스탄 

자원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지역 석유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9월 정상방문시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 

국영석유사간에 마함벳 지역의 유망 유전인 ‘잠빌’광구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 석유개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공사간 ‘브데노브스코예’ 

우라늄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최초 해외 우라늄개발 

참여라는 성과를 겨냥하였다.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외교통상부 

h,2005:155). 

 노무현 정부는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양국 간의 자원협력위원회를 세웠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구에 서구 석유메이저들이 집중 투자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카자흐스탄 잠빌 

(Zhambyl) 광구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한국석유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유전 및 

가스전은 총 7곳이며, 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모두 

탐사 및 조사 단계에 있다. 같은 시기에 양국은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석유·가스를 포함한 광물자원 공동조사 MOU를 체결하여 광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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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조영관 등, 2010:47-48). 

 특히 노무현 시기에는 양국 간의 자원협력위원회가 몇 차례 

진행되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와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슈콜닉)는 05.04.22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양국 

대표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카자흐스탄 자원위원회를 

개척하고,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님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한석유협회,2015.05.11). 

 노무현은 한 방문으로 모든 분야를 발전시켰고, 한 방문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를 활성화시켰다. 이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의 정부의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국익에 부합하였다.  

 한국 정부는 CIS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고위급방문을 활용하였다. 한국 김영삼 정부 때는 초청·방문외교를 

활용했으며,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고위급 방문을 실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초청·방문외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1995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한국 방한) 초청하였고, 고위급 방문으로 장관들을 초청하였다.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없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대외정책 

추진간의 균형, 시간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모든 국제 문제를 

정상외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고위급 

방문외교이다.”(외교통상부 h,2005:96). 이러한 방문외교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켰다.  

 노무현 정부 집권 동안에 제시된 이 방문외교는 활력이 있는 

방법이었고, 혁신적인 걸음이었다. “고위급 방문외교의 다변화, 정례화는 

국가간 정책협력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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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외교는 정무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증진 

분야에서 책임있는 당국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정상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다.”(외교통상부 h,2005:96). 

방문외교를 도입하여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하면서 모든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한 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각각 7개국, 10개국, 40개국을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외교통상부 j, 2007:96). 보다시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고위급 장관들이 협력하고 있는 국가에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것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적극 도입하고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여러 

협력, 협상, 회담, 만남, 의견교환 등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에 중앙아시아는 큰 과제이다. 한국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늘 매력적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비중이 큰 국가이다. 

한국의 모든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한 플랫폼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다. 이 협력 포럼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에 대한 

의견이 탄생했고,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포럼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노무현 정부 재임 동안 한·중앙아 포럼이 처음 탄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200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중앙아 5개국 고위급 대표단 (수석대표: 각국 외교차관)을 초청, 

제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외교통사부 k, 2008:67).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중앙아 본 포럼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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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이다. 이 

포럼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다. “금번 포럼에는 양측의 정부, 민간기업, 

학계, 문화계 인사 160여 명이 대거 참가하여 중앙아 국가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정보통신 (IT), 건설 등 양측 간 

협력 전망이 유망한 산업 분야의 현황 및 전망, 한국과 중앙아간 대중문화, 

교육, 관광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포럼의 

결과물로 「의장요약(Chairman's Summary)」이 채택되었다.”(외교통상부 k, 

2008:67). 아울러 본 포럼에서 실효성도 상당히 증가했다. 여러 수준에서 

협력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치도 중요하였고, 경제도 중요하였다. 

노무현은 협력의 모든 분야를 추진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높은 수준에 

올리고, 활성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비해 노무현 시기에는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협력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용이하게 접근하였고, 카자흐 정부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충실히 기여하였다.  

 

5.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이명박 정부는 2018년 2월 25일부터 출범하여 2013년 2월 

24일까지 카자흐스탄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다양했다. 예를 

들면 ’신아시아외교‘, ’글로벌외교, ’경제·통상외교‘, ’에너지협력외교‘, ’자원외

교‘, “저탄소녹색서장지원 외교”, 유럽지역외교’, ‘중남미지역외교’, ‘아프리카 

중동 지역외교’, ‘지역 간 외교’, ‘재외동포외교’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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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방문 계기에 「신아시아 외교」를 

발표하였다.” (외교통사부 l, 2010:58).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에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발표하고, 5월 중앙아 방문과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아시아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여 신아시아 외교를 본격화하였다.”(외교통상부 l, 2010:20). 

이명박의 이 ‘신아시아 외교’는 핵심적인 외교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신아시아 외교’는 중앙아시아와 ‘자원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 

‘바로미터’가 되었다. 핵심적인 ‘신아시아 외교’는 ‘자원외교 추진’을 

자극하였다. 이 중에서 에너지 및 자원외교, 통상외교 등이 김영삼부터 

추진된 외교들이다. 이명박의 에너지자원외교는 김영삼 정부 시기 한 번 

추진된 외교정책들이며, 이에 대해 앞서 주장한 바 있다. 탈냉전 이후에 

김영삼은 외교정책을 최초로 추진한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은 두 번째로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다음은 이명박은 에너지자원외교를 세 번째 추진한 

대통령이다. 정책출처는 박정희 정부 시기였지만 소련 붕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모든 정부 시기 동안 본 정책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연계성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카자흐스탄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언급했는데, 이는 양국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의미하다.”(Медеубаева Ж.М.2012:288)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진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리더이다. 외교,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세계 

정치에서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영향력이 크며, 

세계 정치인들한테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세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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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및 비핵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고,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이다. 셋째, 수출에 관한 의도가 있다. 한국과 경제 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국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대륙 인프라와 기반이 되어 있다. 넷째, 

에너지 및 자원 측면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카자흐스탄과 

협력하면 양국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다섯째, 경제 측면에서 카자흐 

정부는 경제협력을 하는 데 개방적이다. 공동의 경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섯째,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카자흐 땅의 관계가 지속해 왔다. 일곱 번째, 그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려고 하였다. 이명박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형성에는 목적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이 

결정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카자흐스탄을 3번 방문하였다. 이명박의 

중앙아시아 방문은 2009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신아시아 외교’를 선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현에 옮겼다. “카자흐-한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는 

2009년 5월 12-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스타나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Г.Н.Ким,Казахстан-Южная Корея Книга1, 2012:91). 이 

방문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경제전망을 파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12-14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여, 

정상 간 단독만찬 및 사우나 회동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신성장 포럼,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외교통상부 l, 2010:65). 이 방문은 

자원외교를 추진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자원외교 추진에 몰두한 이명박은 

매력적인 중앙아시아 중의 카자흐스탄과의 경제관계를 적극 추진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순방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이루며 중앙아시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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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순천,2010:93).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석유·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26건의 에너지·자원분야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우선 우즈베키스탄과는 서페르가나 및 

치나바드 지역을 포함한 5개의 신규 광구에 대한 추가 탐사사업 진행 등 

16건의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카자흐스탄과는 <양국간 

실질적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 및 발하휘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협약서,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 사업 등 10 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같은 협력 방안 모두 한국의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사업들이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다.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우정이 바탕이 돼 이뤄 낸 소중한 성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치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통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이순천,2010:93-94). 이명박과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임기 동안 

양국 간에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 또한 모든 사업들은 양국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었다.  

 주목할 것은 한·카 정부는 예전 정부들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간 관계를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협력의 

길과 폭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수교 17년 만에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며, 에너지·자원, IT, 인프라, 산업다변화 등 

제반분야에서 쌍방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l, 2010:65). 

그때 이명박 정부는 중앙아시아 두 나라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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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관계수립의 원인은 풍부한 에너지 및 자원이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잠빌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전략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외에도 신규 유가스전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또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변화 및 경제발전정책 수립과 관련,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l, 2010:65). 카자흐 정부도 

이명박의 사업경험과 인맥, 사고를 고려하여 한국기업들이 한국 대통령 

뒤를 따라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기술 공유 등도 기대했다.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 시 삼성, 한전 등 한국 컨소시움이 

발하쉬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47억 

달러로 사업규모가 크고, 프로젝트 자체가 카자흐 추진하는 전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러하다.”(윤영호,양용호,김상욱,2010:294). 양국은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투자할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주로 고위급 회담이나 ‘사우나 외교’와 같은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력 있는 

자원외교 전개방식을 채택했다. 그동안 한국-카자흐스탄, 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간 총리,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급 

관료의  방문이 성사되었고 정상 간의 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아시아 에너지 부국들과의 실무진 선에서의 긴밀한 자원협력 방안을 

구상코자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정례화했다. 또한 한국이 석유화학 

제조업이 강한 중견국이자 ‘한국의 기적’을 이룬 모델국가라는 이미지도 

자원외교에 십분 활용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78-79).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미지로 조성되었으며, 이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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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 

이미지를 잘 활용한 정부라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자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중동 지역 이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풍성한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할 기회를 준비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라인을 통해 새로운 외교를 펼쳤다. 투자와 기술에 목이 마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명박의 새 자원외교를 환영하여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이 자원외교를 타이밍에 맞게 이용하도록 움직였다.  

 “2008년 5월 한승수 국무총리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3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패키지 

에너지·자원외교’를 통해 석유 및 가스를 합쳐 8건 합의, 4억 배럴 규모의 

석유 광구 탐사권, 1,500만 톤 규모의 가스전 탐사광구 확보, 2개의 

유망광구 독점 조사권, 연간 소요량의 20%에 달하는 5.740 톤의 우라늄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전재성,김병로,박정란,최진욱,김한성,2010:51). 

양국의 정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각 정책의 

목표가 있듯이 이 자원 외교의 핵심 목표도 명확했다.  

 역동적인 협력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진행되었다. 

카자흐 정부는 단김에 이명박 정부와 에너지 및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21-23일간 국빈 방한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4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외교통상부 m, 2011:076).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의도와 의지를 보여준 카자흐 쪽의 이명박 방문에 대한 

해답이었다. 또한 양국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양국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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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컸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상간 수시회동을 비롯한 각계 고위인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해’, 2012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m, 2011:076). 이명박 정부는 다음 정부를 

위한 양국의 관계를 우호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제관계를 역동적인 

상태에서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원외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더욱 깊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자원외교의 타이밍이 적절했다. 타이밍이 적절한 사업이 

성공하듯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의 예전 정부들의 정책) 자원외교의 

타이밍이 적절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 중에 발하쉬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성공적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간 

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부였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분야와 기회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강조하였다.  

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협력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유라시아라는 대륙과 경제협력이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된 이후부터 

유라시아에 접근한 방식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랐다. 임기 동안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외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와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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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한 이니셔티브였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제시한 국가대전략이자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 나가자는 협력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고자 한다.” (외교통상부 o, 2015:91). 

보다시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치, 문화 및 경제 모든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는 이니셔티브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안보, 평화를 뜻하면서, 문화적 

측면에서 역사뿌리, 문화, 언어, 사상, 종교 등을 포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 협력, 무역 등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방향은 

확실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대유라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행 전략은 우선 부산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SRX-의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교통물류망뿐만이 아닌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를 

포괄하는 유라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한국교통연구원,2014:11).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수단, 길을 통해 

협력할 것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꾸준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기본 골자 중 하나인 ’하나의 대륙‘은 교통, 

에너지, 통상교역의 통합과 단일화를 추구한다. 교통의 통합은 오랫동안 

회자된 바 있는 TKR (Trans Korean Railway)-TSR (Trans Siberian 

Railway), TKR-TCR(Trans China Railway) 연계를 시작으로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철도, 도로로 이어지는 복합운송체계 (Integrated 

Transport System) 구축을 의미한다. 즉,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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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 아닌 해운, 항공까지 고려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종원,안병민,이옥남,2014:15). 이 

협력의 목적은 세계의 반을 연결하는 것이었고, 이 안에 한반도 전체가 

들어가야 했다. 요컨대 제한적인 이니셔티브가 아니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대륙과 협력할 의지를 드러냈고, 그 시점에서 국제경제협력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 방향이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난 이 제안에서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협력의 목적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에너지·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교통·물류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해서 유라시아 이니셔비트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2015:273).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자원 외교, 경제통상외교, 문화외교 모든 것이 이 이니셔티브 

안에 들어갔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 맞게 추진되길 

의도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 협력을 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기여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2015:273). 한국의 고전 ‘에너지 자원 

외교’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추진되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원에 관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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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목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와 협력했을 

때도 그 자원 확보 등 목표를 겨냥하였다. 익서은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과 자원이었으며,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안보를 의미하였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경제, 

정칙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고 보완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전에 

벌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3국 관세동맹을 출범 및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정상회담에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상이 참석 및 EEU 창설 

논의하고 2014년 3개국 정상이 EEU 창설 협정에 서명, 2015년 1월에 

출범하였다.”(서종원,한은영,김용진,박민철 외,2016:74). 한반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타이밍이 적절하였다. 

사실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4년에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제안한 적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 연합의 주인공은 

나자르바예프였고, 이를 2015년에야 실현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4년 3월 29일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 Nazarbayev는 모스크바 

주립 대학교 M. Lomonosov에서 처음으로 EAEU를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같은 해 6월, 세부적인 내용과 통합 프로젝트가 모든 CIS 

국가들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언론에 공개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협력을 

특히 강조한다. 경제관계가 발전하면, 협력이 활발해지고 국가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 따라서 유라시아 정치, 경제적 강화를 인식하여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였다. CIS 지역에서 

추진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분야는 생각보다 넓었다. “EAEU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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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목표를 관세제도 통합, 관세철폐, 자본 및 노동력 이동보장, 

공동경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EU와 같이 정책 및 

화폐통합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EEU간 무역확대를 위한 

육상교통운송로의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종원,한은영,김용진,박민철 외,2016:74). 이것은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이었다.  

유라시아 대륙과 무역을 확대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인구 

1억8,200만인, 면적 2.000㎢ (세계 면적의 4%), GDP 2014년 기준 2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경제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핵심 

지역이다.”(서종원,한은영,김용진,박민철 외,2016:75). 유라시아는 대규모의 

시장이다. 경제적인 이익이 될 협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한국의 정부마다 활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인식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를 

유라시아의 한 부분으로 구상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박근혜 정부의 활동을 보여줬다. 두 연합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이 정책들은 양국의 

경제관계 및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출범하자마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일찍부터 시작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박근혜정부는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러시아에서 진행되었던 ‘G20 

정상회담’부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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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6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외교부 n, 2014:103-104). 그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박근혜의 카자흐스탄방문을 초청하였다. “Nursultan 

Nazarbayev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카자흐스탄 방문을 

초대했다.”(www.akorda.kz.2013.09.06.) 박근혜는 이때부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에 집중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라시아와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첫 정상외교를 시작, 신정부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협력 확대’ 

추진에 있어 ‘상생과 협력의 대중아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외교부 

n, 2014:103-104). 이 만남에서 협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양국관계 발전방향 및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외교부 n, 2014:103-104). 

특히 이명박 이전에 합의하였던 여러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박근혜 정부와의 새로운 합의를 진행하였다.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및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 등 대규모 경험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광물자원 개발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경협사무국을 설립하여 경협을 촉진하기로 

하였다.”(외교부 n, 2014:103-104).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은 2014년에 진행되었다. 

“2014년 6월 16~21일 박근혜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외교부 r, 2015:480) 

이루어졌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이 또 한번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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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라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노력들을 모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다.”(외교부 p, 2017:404-405). 

 박근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시작되었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졌다.“정부는 카자흐스탄과는 2016년 11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공동선언」을 통해 

‘누를리졸’ (복합물류네트워크 확충을 포함한 신경제 정책)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부 p, 2017:144).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정책과 박근혜 정책은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FTA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정부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 FTA 본협상 개시를 위한 정부 간 사전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중 본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 중이다.”(외교부 p, 2017:145). 이 협상의 

결과는 미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서로의 특성을 검토하고, 협력의 기반을 심화하기 위해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양국 간의 

협력이 긴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상호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추진하고, 이것은 양국의 경제 관계 발전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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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했다. 여하간 김대중 정부처럼 협력이 소극적이지 않았고, 매년 

양국의 협력이 유지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나 모든 협력이 약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 안보, 문화, 보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협력은 자명하였다. 그 시점에서 국제정치에서의 

두드러진 요소들이나 사건들은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은 경제 관계와 협력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7. 신북방청책 
 모든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가능한 

대외정책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한다. 문재인 현 정부도 

카자흐스탄과 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2017년 5월 9일에 진행된 선거 결과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과 협력하는 정책이다. “신북방정책‘에 

연계되는 개발 및 협력 공간은 신남방정책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사업 범위와 목적 등이 

유사하고, 한국 역대 정권의 북방정책 또한 각기 명칭이 다르지만, 

유라시아 진출하겠다는 기본 목표에는 큰 차별이 없다고 볼 수 

있다.”(송민근, 2003:3).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목적도 유라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라시아와 연결하고자 했던 노태우의 길로 가고 

있으며, ’신북방정책‘을 채택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협력하기 위해 



 
 

58 

새로운 ’신바람‘ 경제 협력 협정을 채택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신바람" 

경제 협력 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대 채택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경제 협력의 

신선한 바람 협정의 서명을 환영했으며, 이는 인프라 건설, 농업, 건강 관리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반영한다. 양측은 정부 간위원회의 틀에서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www.forbes.kz,2016.04.22).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나지·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2014년 창설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정책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이해정,2018:12).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확대되고 무역의 증대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들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책하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수도 적지 않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신북방정책’에 포함되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에서 

중·서부권으로 구분된 지역은 서부군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및 몽골, 중부 권역의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다. 북방경계권의 대부분 국가가 중·서부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격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지원,2018:22). 위에 언급한 국가들이 모두 한국과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에 모두 같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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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들은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이 강해서 ’신북방정책‘ 가입되었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부권역에서 신북방정책의 우선적인 협력대상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앙아시아 3개국이다. 시장경제 도입 

이후 이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주로 원유·가스·광물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 의존을 

탈피하고자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다.“(박지원,2018:22). 문재인 정부는 이 국가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으므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이 국가들과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협력의 구조는 ’신북방정책‘ 틀에서 진행될 것이지만, 

특히 카자흐스탄과 협력하는데 ’신바람‘ 경제 협력 협정을 채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력’을 원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할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의 시각에서 중국은 인접한 강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협력대상국이 아니다. 러시아는 수입대체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통해 향후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특히 경제협력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기술과 자본은 중앙아시아의 산업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산업 정책 목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신북방 중부권 진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박지원,2018:23-

24). 한국의 경제적인 이미지 및 기술·개발 이미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북방정책’이나 ‘신바람’ 협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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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1~23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카자흐 방문 동안에 

이번에는 ‘신바람’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되었다. 이 합의 하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할 것이다. 특히 우주 분야, 

디지털 분야 및 보건 분야의 협력이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양국의 새로운 협력, 즉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주산업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양국 관계의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부 간 협약의 서명에서 양자 관계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에 유익한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시행되었으며 

일부는 미래에 이어질 것이다.”(www.abai.kz.2014.01.28). 문재인 정부 

노력의 결과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1992 년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 관계가 확립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꾸준히 

발전해 왔다. 양국 지도자들은 항상 서로 협력하여 광범위한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친밀감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훌륭한 증거이다. 이 협력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www.abai.kz.2014.01.28).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정부도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전 정부들처럼(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순방외교를 

택하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19일까지 나자르바예프 정부와 협력하였고, 2019년 6월 9일에 새로 출범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성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정부와 협력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문재인은 카자흐스탄과 협력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된 한국의 정부이다. 29년 이후에 문재인과 토카예프 

정부들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역사의 새 페이지를 열고 양국의 

관계를 발전하게 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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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카자흐스탄 무역 및 투자 추이 
 

1. 무역 추이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에서는 무역이 중요한 부분이다. 

양국의 무역의 증가 및 하락은 양국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의 관계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무역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무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경제 협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은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양자위원회가 수행하였다 (이미 세 번의 

회의가 열렸다).”(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13.) 이 

정부간 협력위원회가 몇 번 진행되었다. “2000년 8월, 1992년 7월 3일 

무역에 관한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제1차 정부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г.:38.) 

예를 들면, 2007년에 “제3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과 볼타트 

아크출라코프 (Bolat Akchulakov)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5.4(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다.”(www.mofa.go.kr,2007.05.03).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체결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은 문화, 과학 및 

기술 협력, 교육 분야, 정보 및 통신 분야의 협력, 에너지 및 광물 분야 

등의 계약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문서이다.”(«Казахстан Сегодня” 

Алматы 20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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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은 지리적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지에 있다. 이는 한국 같은 무역 주요국에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고, 무역 

측면에서 볼 때도 양국의 경제관계에는 잠재력이 높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무역의 강대국이 아니지만, 미래에는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은 이를 경시할 수 없다. “이 지역의 

5개국은 점차 터키, 이란, 대한민국 및 기타 아시아 파트너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Исследование Института Азиат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2015:xv).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및 전체 유라시아 

시장의 규모와 매력, 상호보완적인 이익을 생각하여 무역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 협력, 무역 증가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운송과 카자흐스탄의 지리적인 위치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 관계의 경우, 오늘날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 간 역동적이며, 유익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억제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및 경제 협력 과정을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운송이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지리학적 

잠재력을 활용하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해양 수송 동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유익한 협력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물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운송 비용은 경제 협력의 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방해한다.”(Г.Н.Ким,2012:156). 그러나 최근에도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양국은 여러 철도 등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전 정부 김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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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실크로드’, 박근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의 ‘신북방정책’ 

모두 이 무역 증가를 목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양국과 주변국들은 

모두 무역 장매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노력의 결과에 

따라  무역 증가 및 감소가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시대에 양국 간 무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중·일 3개국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대외경제연구원,2010:73).  

 이미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무역의 

전망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물가가 낮기 때문에 거래할 때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자원이 유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부문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무역을 전략적으로 

증대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무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시기별로 양국의 무역의 상황이 다르지만,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뚜렷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림-1>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스탄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는 직접 정 (검색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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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에 체결된 첫 문서는 무역에 관한 중요한 문서였다. 노태우 

시기에 무역문서가 체결되었다. 노태우 시기부터 양국의 정부는 무역을 

증대시킬 방안과 방법을 구상하였다. 그 문서가 양국의 무역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앞서 양국 정책을 분석했을 때 언급한 

적이 있다. 노태우 시기 무역 관계를 보면 양국의 초기단계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무역은 소규모로 시작하였다. <그림-1>에서 나왔듯이 

그 시기에는 1991년과 1992년에는 양국 간의 무역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2십억, 수입은 9십억, 교역은 1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양국 간의 무역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은 정부들이다. 이 두 정부 덕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국의 무역은 

외교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진행되었지만,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생겼다. 이도 양국 경제관계의 특징이며,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진행된 

것은 양국이 정상적으로 무역을 하기를 원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 시기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무역에는 5년 동안 

증가세와 하락세가 모두 보였다(그림-2 참고). 예를 들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무역이 증가하였다가 외환위기가 시작한 1997년도에는 무역의 

하락세가 보인다. “1992년부터 무역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으로 양국간 교역량이 1999년까지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자원재 가격 상승,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회복 등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이재영,2006-

2007:156). 1997년의 하락세는 외환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인 것이 당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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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무역의 최초의 하락이다. 김영삼 정부는 마지막 해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김영삼과 김대중 시기에는 양국 무역의 하락세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도 있듯이 무역에도 증가와 하락이 존재하여, 이는 양국 경제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2>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그림-2>를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1993년에 수출이 

4천1백만불, 수입이 4천7백만불, 교역이 8천8백만불을 기록하고, 노태우 

시기보다 높게 시작했다. 1994년에는 수출만 3천만불로 낮았고, 수입 

4천7백만불, 교역이 9천1백만불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수출, 수입 및 

교역이 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1996년에는 수출 1억5백만불, 수입 

1억5천2백만불, 교역 수지는 2억3천만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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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출과 수입, 교역이 하락하기를 시작했다.  

<그림-3>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그림-3>를 보면, 김대중 시기에는 수출이 1억3천5백만불, 수입이 

3천1백만불, 교역이 1억3천5백만불을 기록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무역에는 1998년부터 하락세가 보인다. 수출이 5천7백만불,  수입이 

5천1백만불, 교역이 1억8백만불을 기록했다. 1998년 지표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시기는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으로 양국간 교역량이 1999년까지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자원자재 가격 상승,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회복 등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3>에서 

나타났듯이 김대중 정부 시기 1998년, 1999년에는 무역은 계속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무역이 증가세가 보인다. 2000년에는 

고역이 1억3천1백만불을 기록했고, 2001년에는 1억6천4백만불을 기록했고, 

2002년에는 1억9천8백만불을 기록했다. 김대중 시기 2002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 104 57 82 10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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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135 108 131 164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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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천8백만불 교역 기준이 김영삼 시기 1996년 2억3천만불 교역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다. 2002년에는 수출이 1996년 및 1997년 수출 금액보다 

높았지만, 김대중 수입금액이 김영삼의 1996년과 1997년 수입 금액을 

도달하지 못했다 <참고 그림-2> 및 <그림-3>. 김대중 시기는 양국 관계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카자흐스탄 측에서 고위급 방문이 2 차례 

(외교부장관과 및 상원의장) 없었다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인 요소가 무역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따라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양국의 무역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2003년 

및 2004년에는 무역이 대폭 증가했다가 2004년에는 조금 감소했다. 

<그림-4>에서 금액을 보면 수출이 2003년 2억 1천 7백만불, 수입 

1억5천3백만불, 교역이 3억3천불이다. 그러나 그다음 2005년과 2006년에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4>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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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기가 양국 무역의 호황기였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무역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5억 1,415만 달러였다. 이때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액은 2억 7,255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0.1%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입액은 2억 4,16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0.009%를 차지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간의 교역량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재영,2006-2007:56). 노무현 시기의 마지막 해에는 

수출이 5억4천6백만불, 수입이 2억5천7백만불, 교역이 8억3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그림-5>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양국 무역의 증가와 하락 모두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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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명박의 첫 해 2008년부터 무역이 하락하여 2009년까지 

하락하였다. <그림-5>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교역 금액이 

6억9천8백만불로 나타났다. 2009년의 무역의 수준이 노무현의 2004년 

무역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 2009년에 3억8백만불, 수입이 1억6천6백억, 

교역이 4억7천4백만불이다. 2009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 주춤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2007년 노무현 

시기 무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이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덕분에 2011년 

무역, 2012년 무역 증가세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2012년 

수출 금액이 8억8천5백만불, 수입이 3억8백만불, 교역이 

1십1억9천3백만불로 나타났다. (그림-5 참고). 이명박 정부 시기 무역 

하락세는 두 번째 하락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좋은 무역 파트너이다. “공식 및 사업적 차원에서 양자 관계의 

부흥은 상호 무역의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 산업 

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무역 및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Г.Н.Ким,2012:158).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첫해 2013년 및 두 번째 

2014년에는 무역이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림-6>을 보면, 2013년 수출 

금액이 1십억7천4백만 달러, 수입이 2억4천9백만불, 교역이 

1십3억2천3백만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무역이 대폭 떨어졌다. 

박근혜 시기 2015년 무역의 수준은 이명박 2008년과 노무현 2007년 무역 

수준 사이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계속 증가해 왔다가 다시 2008-2007년의 

무역 수준을 반복한 모습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양국 무역이 세 

번째 대 규모의 하락을 겪었다고 간주한다. 이 하락세는 2016년, 

2017년까지 3년 동안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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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락세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다. 예를 들면, 김대중 시기 2년 

동안 (1998, 1999) 하락했고, 이명박 시기에도 (2009, 2010) 2년만 무역의 

하락세가 보였다. 그런데 박근혜 시기에는 3년 동안 무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점이나 이념,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부문에서 협력하기보다는 정치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을 겨냥하였다. 

이는 양국의 무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시기 2016년 무역 

하락 수준이 이명박 시기 2008년 무역 하락 수준보다 크지 않았고, 2009년 

하락 수준에 가깝지 않았다. 

박근혜 시기 2017년에만 무역이 대폭 갑작스럽게 증가하였다. 

<그림-6>을 보면 수출이 5억3천3백만불, 수입이 9억9천8백만불, 교역이 

1십5억3천1백만불을 기록했다.  2017년 무역 증가 수준이 2014년 무역 

증가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준비를 해 왔고 

2015년에는 가입을 완료하였다.  

“즉 카자흐스탄은 공동경제구역 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첨단산업, 무역, 투자, 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 정책의 또 다른 핵심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 가입이 국내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관세 가중 평균치는 56%로 WTO 평균인 6-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재영,2006-2007:154). 이 가입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무역을 증대시킬 계획에 착수했고 세계무역기구에 들어간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근혜 시기 2017년 무역 수준이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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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카자흐스탄은 이 그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무역을 

증대시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 및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와 

무역증대에 나섰을 것이다. 이는 2017년 무역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 

박근혜 시기 마지막 해를 보면 무역 금액이 15억3천1백만불이다. 이명박 

마지막 해를 보면 11억9천3백만불이다 <그림-5 및 그림-6 참고>. 따라서 

박근혜 시기도 교역 금액이 마지막 해에는 크게 늘어났다.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해에는 교역금액을 증가시키고, 다음 대통령에게 넘긴다. 

그러나 모든 정부의 한 가지 특징은 임기 첫해, 그 다음 해에는 수출, 수입, 

교역 금액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를 양국의 외교, 

경제관계로 조절하고, 발전시키는 동향이 보인다.  

 문재인 시기에는 2018년과 2019년에는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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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49 561 305 285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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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을 보면, 2018년 수출이 7억9천8백만불, 수입 13억6천2백만불, 

교역이 21억6천만불을 기록했다. 2019년 수출이 26억5천7백만불, 수입이 

1,562백만불, 교역이 42억1천9백만불을 기록했다. 이 2년만을 살펴보아도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교역 금액이 전 정부들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도 수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카자흐스탄이 

세계무역국에 가입한 이후부터 이러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 정부는 투자와 교역 증가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7>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카자흐스탄 정부도 최근 주요 무역 국가들과 경제협력에 관심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출 798 2,657 407

수입 1,362 1,562 167

교역 2,160 4,219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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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울이고 있다. 그 요소에 따라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규모는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확대 

잠재력이 많으며 양국업계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접목한다면 교역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영,2006-2007:156). 그러나 아직 이 

정부 시기에는 무역이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양국의 무역이 또 한 번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이는 양국 관계의 4번째 하락세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락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번에 또 한 번 

양국의 교역 추이에 국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무역의 추이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증가 및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예상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학자는 이 무역에 대한 이례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가까운 시기에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목표가 극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장비 및 자재가 한국에서 들어올 대규모 자본의 프로젝트 2개가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다른 문제는 양국 

간 무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Г.Н.Ким,2012:105). 

 한국은 옛날부터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각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외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는 한국 

제품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사실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이 있다. “해외시장 개척 전략 중 하나는 

수출이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수출은 

일찍부터 한국이 취한 경제성장 전략이었다.”(김현철,2015:159).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 증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간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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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수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수입은 매년 발달하고 있다. 과거 여러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출과 수입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수출과 수입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진 않지만, 양국의 협력 덕분에 

수출과 수입이 성장하고, 교역이 28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의 정부의 관심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부마다 살펴보니 양국의 

교역의 상승세와 하락세도 보였고, 이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금액도 

달라졌다. “1997년부터 흑자를 기록하여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은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제품, 수송기계 등이며 수입품목은 

철강제품, 금속광물 등 주로 원자재이다.”(김중관,2006:193). 매년 수출입 

품목들이 변화되고 정부마다 수출입의 금액을 크거나 작게 반영하였다. 

하지만 시기마다 국제적, 경제적인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감소율을 기록해 온 경우도 있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입과 수출품목은 다양하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은 다양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해 왔다. 특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품목을 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많은 품목을 

수출하고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한국은 자원 

등 재료를 주로 수입한다. 카자흐스탄의 핵심적인 수출품목들은 철강, 구리, 

아연, 면, 납, 니켈, 동물 등이다. 반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텔레비전, 

녹음기, 기계, 보일러, 원자로, 자동차, 가구 등을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그렇듯 카자흐스탄과의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한국은 가정용 전자제품, 수송기계, 전자부품, 유기화학품 등 공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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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반면,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금속 광물, 철강제품, 부기화학물, 

금속제품 등 주로 1차 산품을 수입하였다.”(위세브 자나르굴,2006:27). 그 

외에도 수입과 수출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는 

중이다. “1992년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입맥은 850만 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수입액이 2억 4,160만 달러로 15년간 약 27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은 약 121배 증가한 데 비해 

수입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주요수입품으로는 합금선철 및 고철, 철강판, 금은 및 백금 등 주로 

카자흐스탄의 금속관련 품목들이며, 합금선철 및 고철은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이재영,2006-2007:157).  

 “전통적으로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영상기기, 가정용회전기기 등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의류, 영상기기, 자동차, 기호식품들이었으며, 자동차 수출은 

해마다 증감이 큰 것이 특징이다.”(이재영,2006-2007:157).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2000년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승용차 대우, 현대, 

기아, 삼성 자동차들의 가격이 다른 외국차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데다가 구매하기에 않았기 대문이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서 한국자동차의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수출품목을 보면 가전제품이 많으며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성장한 덕분의 한국의 

많은 자동차 수출되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공장이나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기계 등을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의 

품목들이 노무현 시기부터 확대되어 카자흐스탄 업체들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수출의 주력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붐 

시기에 한국 건설제품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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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페인트 등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카자흐스탄으로 의료 

제품들 보건기계, 의약품 등 수출되는 중이다. 이는 한국의 의료시설과 

보건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의 삼성, LG 회사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기, 통신기기, 

반도체, 고급품 LED TV 등 주요 IT 및 가전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 제품으로서 인기가 있다. 또한 모든 한국의 수출 제품들은 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양국의 

수출과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이나 법적인 장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수출 가치  측면에서 한국에게 20위권 내지 

30위권 수준의 중간 국가이며, 두 국가 모두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아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제한된 범위의 상품이 

수출된다.”(Г.Н.Ким,2012:105). 

 정부마다 수출과 수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온다.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시작한 수출과 수입의 품목은 현재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는 수출이 품목이 많지 

않았다. 특히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품목도 다양해졌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수가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보다 많았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노무현의 자원외교정책과 노선을 

유지하였고,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규모의 증가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시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과 수입의 품목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의 관세청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니 2000년대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수는 61개 

정도였다. 2018-2019년대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수는 80개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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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매년 수출과 수입의 상품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토카예프 (카자흐 정부)에도 양국 간의 수출과 

수입 품목들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고, 수출과 수입의 증가를 양국 

정부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협력의 기회는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Г.Н.Ким,2012:156). 양국 정부도 교역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 있듯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는 증가보다 감소가 나타나고,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의 경제에 이 사건 이후에 불확실성과 외교적인 

오해들이 생기고, 경제협력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예전 협력과 현재 협력을 살펴보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해보면, 앞으로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제외)에 비해 수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양국의 협력이 

긴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투자 추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투자금액을 연간으로 시기별로 

분석하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투자금의 추이를 확인 가능하다. 필자는 

월, 분기대신 연간 단위로 나누어서 투자금액의 추이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시기별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분석이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의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는 금액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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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여러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면 협력이 

늘어나고 기업마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가 모두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투자금액은 매년 다르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제경제 현황에 따라 변동되고 왔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투자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투자와 공동 사업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이들 

국가,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일본, 한국의 양자 협력에 대한 전망은 분명하다. 양측은 

오늘과 내일의 관심사에 근거한 협력 및 관계 확대에 관심이 

있다.”(Медеубаева Ж.М,2012:240). 왜냐하면, 모든 협력, 외국 투자는 

카자흐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노태우 정부 시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금액은 1991년과 

1992년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는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8>을 보면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한국 투자금액은 

1991년 10억이다. 1992년에도 10억 금액을 상회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투자증가세가 있고, 양국 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노태우 시기가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은 모든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의 동향은 양국 간 경제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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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다. 노태우 시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금액의 규모를 알 

수 있고, 이는 양국 경제관계를 처음부터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림-8>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다음은 김영삼 정부 시기 투자금액이다. <그림-9>에서 나왔듯이 

투자금액의 동향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첫해인 199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금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진출도 

없으며, 한국 투자금액의 동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한국 측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였고, 양국에서도 아직 경제관계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1994년부터 상황이 호전되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외국 기업들에 성장의 새로운 지평선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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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 정부도 투자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서구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박지원,2013:3). 이를 고려해서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은 피투자국으로서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투자기업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고 

있다.“(위세브 자나르굴,2006:35). 그렇게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카자흐스탄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금액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림-9>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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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를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 1994년에 한국 투자금액은 

60억이었다. 그림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진출율과 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한국 투자금액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시 1995년에 10억으로 떨어져서 투자금액의 현저한 하락이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1995년 5월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해 투자금액의 동향은 

1996년에 유지되었고, 96년의 금액은 95년의 금액을 벗어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김영삼의 재임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투자금액은 갑자기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과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박지원,2013:28). 이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 간의 협력과 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투자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정책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의 개별적인 관심이다. “한국은 1995-1996년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1997년에는 영국이었고, 1995-1996년과 1998-1999년에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측면에서 영국이 2위를 

차지했다.(investkz.com,Инвести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2020). 그 

당시 유럽의 선진국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동향이 

시작한 것을 보고 한국 기업도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였다. 

따라서 1997년 한국 투자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선진국들의 

진출과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투자금액은 1997년에 

1억8백만불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7년 전에 

급증한 모습이며, 갑자기 1억8백만불 규모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유입되었다. 

한국의 투자금액이 한국의 외환위기 시작 전에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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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여러 회사가 카자흐 경제를 연구하였다. “KIA 

Motors가 카자흐스탄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 1997년 4월에 한국 KIA 

Sportage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자동차 모델 “Tulpar”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못했다.”(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20). 그러나 

이 회사의 실행하지 못한 계획과 목적을 한국의 현대자동차 회사가 

달성하고 2019년부터 알마티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의 착공에 들어갔다.    

 김대중 시기 투자금액 동향을 보면 현저한 추이를 볼 수 있다. 

김대중 시기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및 외교관계도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의 기업의 진출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 

시기와 김대중 정부 시기 투자금액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1998년에는 

투자금액이 없었다. <그림-10>을 보면 1999년에 투자금액은 20억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임기 첫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 임기 첫해에는 

한국 투자금액의 동향은 없었다. 이는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정부 

출범 후 상황을 주시한 뒤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의 

성격은 조심스러웠던 것을 투자금액의 동향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도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 정부 출범의 첫해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였다. 진출한 회사들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철수도 하였지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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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그림-10>을 보면 투자금액의 추이에 따르면 2000년에는 다시 

투자금액이 아예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의 

유럽을 선호하는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망설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은 외국을 방문하여 한국 경제에 투자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할 힘이 부족했던 것을 보여준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한국 

기업들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경제에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했다.  

2001년 투자금액을 보면 한국 투자금액이 호전되었다. 투자금액은 

20억으로 증가하였다<그림-10>. 이 투자상황은 카자흐스탄 측 상원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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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의 방문으로 활성화되었다. 2001년 투자금액의 동향에 

카자흐스탄 측의 방문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02년에 다시 투자금액 

현황을 보면 투자가 없었다. 이는 첫째, 김대중 정부의 정책의 소극적 태도, 

둘째, 외환 위기의 충격, 셋째, 한국 기업들의 투자결정망설임, 넷째 한국 

기업들의 경제력 약화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시기와 

비교하면 김대중 시기 투자금액의 총금액이 현저히 적은 편이며, 총 

40억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시기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의 활성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양국 간의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이 단계는 카자흐스탄의 광물 및 기타 

원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의 초점이 특징이다.”(Г.Н.Ким,2012:70).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투자금액은 노무현의 첫해부터 증가하였다. <그림-11>을 

보면 2003년에 1천4백만불로 나타났다. 2004년에도 증가세 형태를 보였다. 

2005년에는 2천6백만불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2006년과 

2007년에는 투자의 과실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2006년 

2억4천9백만불, 2007년 2억8천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기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났다. 외환위기 

이후에 노무현 시기 한국 투자금액이 벼락같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하였고, 카자흐스탄에서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자의 

총금액은 5억9천9백만불로 기록되었다.  

노무현 시기 투자금액의 증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 한국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유망한 

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상품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유망한 지역이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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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유망 공급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35만여 명에 달하는 

현지 거주 고려인의 권익보호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이재영,2006-2007:139). 노무현 시기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방안을 준비했고, 한국 정부는 이후 5년간 이 지역에 주력했다. 그 결과로 

인해 투자금액은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증가했다. 다른 시기와 

비교해 말하면 이 긍정적인 결과가 노무현 정부와 나자르바예의 정부의 

협력과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11>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이명박 시기는 대부분의 경제, 투자 학자들이 기대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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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는 경제대통령, 사업가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국의 대통령들도 경제협력을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소득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림-12>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첫해 2008년에 투자금액은 

8억2천3백만불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를 이명박 정부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전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와 과실을 

이명박 정부가 획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협력의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한·카자흐스탄 협력의 활주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명박 정부가 쉽게 협력의 마당을 넓히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변수로 나타났다.  

세계금융위기 동안에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은행과 기업들의 

금융상태가 악화되었다. 외국 기업들이나 은행들은 카자흐스탄 은행이나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 전체에서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현지은행인 센터크레딧은행 

(Bank Center Credit)인수이다. 국민은행은 2008년 월 약5억 달러(USD)의 

자금을 투입해 이 은행의 지분 23.3%를 인수하여 제2대 주주가 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통해 2010년까지 4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현재 은행 지분 인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금융투자 투자사례로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기업의 주요 협력 및 투자 분야였던 천연자원, 광물 

분야가 아닌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박지원,2013:43). 한국의 국민은행이 단행한 이 거래는 투자금액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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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렸다. “그러나 2008년 국제적 금융 위기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및 대형 금융 기관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금융기관의 위기초래, 국내소비의 감소 등으로 제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 직접 투자는 2009년과 2010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1년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루잔 아야우잔,2012:28-29). 

“한국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주요 투자가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총 투자액은 약 30억 달러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 따르면 2008년 9월 30일 기준).”(˹КАЗАХСТАНСКО-

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45). 

 <그림 -12>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그림-12>에서 봤듯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다시 투자금액의 

하락세가 보인다. 이명박 정부 임기 두 번째 해인 2009년에 한국 

0 0 0 0 0

823

155 130 114

229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
자
금
액

(단
위

: 백
만
불

)

이명박정부시기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추이



 
 

88 

투자금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1억5천5백만불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전년도대비 1억3천만불까지 감소했다. 2011년에 1억1천4백만불로 계속 

하락했다. 그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경제, 여러 분야가 좋지 

않았다. 위기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유지 노력과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2억 5천만 달러로 2005년 대비 10배로 

투자가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8억 2천 3백만 달러로 투자가 32배나 

급증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1억 5천 5백만 달러, 2010년에는 1억 천 

8백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및 카자흐스탄 경제의 침체, 특히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아루잔 

아야우잔,2012:43-44).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투자도 감소되었다. 

2012년에 이명박 시기 투자금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발하쉬 및 아뜨라우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의 발하쉬 호수 인근에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최대인 40억 달러 규모인 대형 프로젝트로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카자흐스탄 국영 발전회사인 삼룩에너지사가 2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박지원,2013:43-44).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은 투자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때쯤 여러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였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카자흐스탄 외국 직접 투자국 중 네덜란드가 

326억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국이 204억 달러, 영국이 10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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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들 3개국 투자 합계가 대카자흐스탄 외국 직접투자 총액의 

50%에 달한다.”(아루잔 아야우잔,2012:26). "한국은 18억 천 9맥만 달러로 

대카자흐스탄 외국투자 전체대비 1.5% 정도 아직은 상위국들에 비해 

투자비율이 작지만 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아루잔 아야우잔,2012:27). 

박근혜 정부 시기 투자금액의 상승도 하락도 있었다. <그림-13>을 

보면 2013년에 1억7천4백만불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억6천만불로 

기록되고,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5년 7천만불, 2016년 2천2백만불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 70억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박근혜 시기에는 한국 

투자금액의 변동이 뚜렷하게 보였다. 다시 김대중 시기의 수준으로 돌아간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투자 금액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유입해 온 한국 투자 규모는 90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른 동부 및 서양 국가보다 현저히 높다.”(ҚАЗАҚ-КОРЕЙ 

БАЙЛАНЫСЫНА – 25 ЖЫЛ, Айқын,02.23) 

 <그림-13>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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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적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다우토브 바우르잔,2017:22).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도 계속 하락하고, 투자도 계속 

하락한 셈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관계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 유리사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지만, 실제 

경제관계에서 투자의 하락이 보인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라시아와 경제관계를 증대하기를 기대했지만, 유리사이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경제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한국 

투자가 심각하게 하락되었다. 이것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아직 파악하고, 

진단하지 않았다. 폭넓은 정책보다 현실적인 경제관계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정책의 경제적인 측면을 원활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그림-14>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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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후 출범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2017년 

경제관계를 문재인 정부의 영향으로만 넘기기가 곤란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게이트’ 이후 해외국가와의 협력 국면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8년과 2019년의 투자를 검토한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투자금액의 증가가 보인다. <그림-14>을 보면 

2018년에는 1천5백만불로 올라갔다. 2019년에는 2천4백만불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사례에서 문재인 정부와 카자흐 정부는 경제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기를 목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5년 동안 주춤했던 경제관계를 인식하고 문재인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카자흐 정부와 

외교·정치 및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전체 시기가 박근혜 시기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노무현과 이명박 

시기를 돌파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정부에 좋은 결과의 

관계를 남겨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우호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이전보다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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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의 특징 
 

1. 투자와 무역의 급격환 변화 양상  

모든 국가의 경제에서 외국 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가 

우선시되는 현재 모든 국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주요 투자 국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일본, 한국, 등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이다.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투자는 카자흐스탄의 투자 환경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발전을 초래하는 요소들이었다. 이 외국 투자들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노태우 시기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가 어려 부문에서 나타났다. <그림-15>에는 

노태우 시기의 업종별 투자 활동과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5>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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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태우 시기에는 제조업 투자가 49%로 1위를 차지했다. 둘째, 

2위를 차지한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투자 금액이 34%이다. 셋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비중이 3위를 이었다. 마지막 

순위로 도매 및 소매업 투자의 비중이 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카자흐스탄 연도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노태우 시기 1991년에 이루어졌다. <표-2> 노태우 시기 

1991년에 처음으로 숙박 및 음식업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업체 1개, 

해당 부문 투자액은 5십1만2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2년에는 대표적인 

업종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업 (신규법인수 2개) 7십3만8천 달러,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신규법인수 1개) 1십4만3천 

달러 및 도매 및 소매업 (신규법인수 1개), 1십1만3천 달러 정도 업종으로 

투자액이 커지기 시작했다. 1992년 총 투자가 9십9만4천 달러를 

기록했다<표-2>. 노태우 시기에는 이렇게 한국 기업이 천천히 업종별로 

투자를 하며, 진출구상을 마련하였다.   

<표-2>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투자금액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1990 년 1991 년 1992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숙박 및 음식점업 0 512 0 

2 제조업 0 0 738 

3 도매 및 소매업 0 0 113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 143 

총계  0 512.26 99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가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양국의 외교관계가 설립되기 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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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은 양국 정부가 1992년 1월 

28일 외교 기반을 구축하기 전에 1990년대부터 선제적으로 투자를 

추진했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유입은 노태우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에 전 

사회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념의 거리를 

두었지만, 새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과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국가로 부상하여, 한국 기업들의 업종별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림-16> 김영삼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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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는 투자의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투자의 규모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투자를 보면, 첫째 

정보통신업이 분야의 투자금액은 투자액의 87%로 가장 크게 나타나서 

1위를 차지했다. 둘째 제조업 분야 투자가 11%로 2위를 이었다. 셋째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는 2%로 가장 적게 나와서 3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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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을 살펴보면, 투자 금액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분석하면 

도매 및 소매업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1993년에 도매 및 소매업분야에 1십1만3천 달러 

투자액이 이루어졌고, 1994년 5십1만 달러, 1995년 7십만6천 달러, 1996년 

9십1만1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4년 동안만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대로 

제조업 투자 금액이 증가했다가 감소했고, 다시 증가했다. 1997년에는 정보 

통신업 분야에는 (신규법인수1) 1억3십만달러의 투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보통신업 부문에서 투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국 투자는 광업 

및 채석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통신 인프라 및 전자 장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삼성, LG전자, 대우, 현대, 

NTC와 같은 회사의 활동은 관심 대상이다.”(˹КАЗАХСТАНСКО-

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18) 5년 동안 투자의 총금액은 1억1천5백4십4만6천 

달러의 투자가 업종별 이루어졌다. 

<표-3>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113 510 706 911 0 

2 제조업 0 5,082 150 120 7,552 

3 정보통신업 0 0 0 0 100,300 

총계  112.5 5,592 855.675 1031.268 107,8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는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김영삼 시기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분야는 주력 투자분야였고, 

한국 기업들이 그 분야에만 집중했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업 분야만 새롭게 

투자되었다. 정보통신업 부문에 투자가 유입된 것은 그 시기 카자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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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게 발전시키려고 했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그 

분야에 빠르게 진입하고 그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카자흐스탄의 돈 텡게가 (카자흐 화폐) 출범했고, 텡게의 환율이 설정되고 

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모든 분야가 

외국 투자를 위해 전체 개방되었다.  더하여 이 시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 양국은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여 

경제관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27일에 제266-XIII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1997년 4월 

5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지시 제3444 “직접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의 우선 순이 부문 목록 승인” 

(http://adilet.zan.kz,2020.06.20)에서 대통령에 의해 2000년까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산업 목록이 결정되었다. 첫째, 

생산 인프라, 둘째, 제조업, 셋째, 아스타나의 개체, 넷째, 주택, 사회시설 및 

관광, 다섯째, 농업이다. 이것도 한국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부문이었다. 

그것보다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 결성에 관한 1998년 6월 

30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법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보장하여 국가에서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및 공화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https://fic.kz/ru/fic/mission,2020.06.20). 

마지막으로 “1999-2000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대한 

직접 투자 유치 프로그램 및 1999-2000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해”(https://tengrinews.kz,2020.06.20). 정부의 명령서 문서가 

발표되었다. 보다시피 카자흐스탄 정부 측에서 한국 및 기타 외국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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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위에 언급한 법 및 

여러 계획서들은 김영삼 시기부터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했고, 후속 정부 

시기 기업 진출이나 투자 유입에 큰 도움이 되었다. “LG Electronic Almaty 

Kazahstan은 1998년 5월 28일 알마티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КАЗАХСТАНСКО-

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18). 

<그림-17>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김대중 정부 시기 카자흐 및 한국의 경제관계가 소극적이었다.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동이 나타났다. 김영삼 시기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투자 형태의 차이가 있다. 외환 위기로 인해 한국 투자 여력이 

약화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1998년 2000년 기간 중에 제조업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하였다.  

1998~2002년 간의 업종별 한국 투자 현황 비중을 보면 다음과 

885, 
(19%)

3,425, 
(72%)

314, (7%)
100, (2%)

1998~2002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단위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농업, 임업및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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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황이 반영된다. <그림-17>을 보면, 첫째, 제조업 부문에 72%가 

투자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 투자된 한국 

투자 금액이 19%로 보였다. 셋째, 부동산업 부문에 7% 투자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서 투자의 비중이 2%밖에 나왔다.  

 <표-4>를 보면, 김대중 시기 1998년에 제조업 투자액 6만 달러에 

불과했고, 1999년에 투자액은 1백8십3만5천달러에 달하고, 2000년 

투자액은 3십5만4천 달러 투자액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만 한국 투자가 있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서 제조업 9십7만6천 달러, 도매 및 소매업 5십8만1천 달러, 

그리고 부동산업 2십6만6천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다. 보다시피 부동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001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최초로 

부동산 분야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동산 분야에서도 한국 투자가 

처음으로 흘러들어왔다.  

<표-4>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단위: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581 152 

2 제조업 60 1,835 354 976 200 

3 부동산업       266 48 

4 농업, 임업 및 어업         100 

총계  60.365 1,835 354.466 1822.95 5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표-4>에서 나타나듯이 2002년에 제조업 투자액 비중은 2십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부문으로 투자액 1십5만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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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였고,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서 (신규법인수 1) 1십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부동산업  부문에서 4만8천 달러 한국의 투자가 

유입되었다. 아울러 한국 투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분에서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시기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이 어려운 경제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 기업의 업종 투자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 기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새로운 부문인 부동산과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은 특이한 점이며, 

이는 양국 경제관계에서 협력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업종별 투자가 주춤한 반면에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대중 시기 투자의 정체를 보였지만, 노무현 시기는 증가세를 

보였다. 노무현 시기는 양국 경제관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업종별 투자 증가세가 가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협력이 포괄적이었고, 투자업종도 

다양해졌다.  

이 시기는 첫 번째로 투자 업종의 도약 시기이다. 투자업종을 

소개하면, 과거 정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고, 경제관계의 

성장세와 수준도 높았다. 카자흐스탄 국내에서도 외국 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에서 다양한 준비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경제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첫째, 

주로 가능한 투자 법안이 제공하는 유리한 사업 환경과 국가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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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안정성 때문이다. 둘째, 카자흐스탄 판매 시장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친다.”(Г.Н. Ким2012:120). 따라서 노무현 시기에 한국 투자는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18>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그림-18>에서 한국 투자의 업종별 투자를 보면 노무현 시기에는 

투자가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림-18>에서 봤듯이 건설업에 50% 

투자가 이루어져서, 1순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광업 부문에서 25% 투자가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광업 부문에 노무현 시기부터 처음으로 대규모로 

투자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자원외교의 결과이다. 부동산업 부문에 

한국의 투자가 9%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부문에서 동시에 활동한 

한국 기업들은 큰 규모로 투자했다. 위축된 분야가 없었고, 오히려 

56,466, (2%)

16,688, 
(1%)

203,266, (9%)

276,420,( 
12%)

552,840,( 
25%)

1,105,681 ( 
50%)

80, (0%)

15,310, (1%)
1,313, (0%)

880, 0%

410, 
(0%)1,250, (0%)

2003~2007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단위 : 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5) 광업

6) 건설업

7)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8) 정보통신업

9) 금융및보험업

10)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11) 운수및창고업

12) 숙박및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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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업종별로 분석하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투자가 급증하였다. 

<표-5> 노무현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투자금액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362 1,325 2,748 22,095 29,937 

2 제조업 8,118 4,946 604 515 2,506 

3 부동산업  5,257 2,220 1,577 36,893 157,319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3 566 272 434   

5 광업   170 10,560 14,830 22,400 

6 건설업   12,920 8,150 174,548 57,969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 18 

8 정보통신업         15,310 

9 금융 및 보험업         1,313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     500 

11 운수 및 창고업     410     

12 숙박 및 음식점업     1,250     

총계  13,820 22,527 25,570 249,377 287,2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노무현 시기에 부동산업이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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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보면 2003년에 5백2십5만7천 달러로 시작된 금액이 2007년에는 

1억5천7백3십1만9천 달러로 급증했다<표-5>.  

5년 동안 29배 정의 투자 금액이 증가했다. 투자가 높은 원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시기 부동산업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활발하였다. <표-5>에서 보듯이 

2004년에 건설업 부문에서 1천2백9십2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왔고, 2005-

2006년에는 투자 금액이 감소했다가 2007년에 5천7백9십6만9천 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그 밖에 광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산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외하고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에서 투자가 나타났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다. “한국의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5월 15일 현재 1.930억 달러를 미국, 중국, 홍콩, 영국 등 

54개국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중 카자흐스탄에는 19억 

4천만 달러로 전체 한국의 해외투자 금액의 1.0%를 차지하여 18번째 

투자국이다.”(아루잔 아야우잔. 2012:31-32).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1997년에 1억 1천만 달러로 급증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여 

2005년 들어 4613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카자흐스탄과의 

경제협력은 원유와 광물자원, 석유화학, 조선,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다.“(김중관,2006:193).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문화, 스포츠 부문에서의 관심이 늘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그 해 신규법인수를 확인하면 건설업에서 6개 회사, 

스포츠, 예술 부문에서 2개 회사, 광업에서 1회사가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강조할 점은 이 중에서 건설업 투자액이 5천7백9십6만9천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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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다는 점이며, 건설업의 투자액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건설 붐이 불고 있었다. 카자흐 

수도에 한국의 ‘동일하이빌’ 등 한국 건설사들이 진출하여 투자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처음으로 광업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제관계에서 노무현 시기부터 자원외교 정책이 처음 

제대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정부 간의 협력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또한 이 자원외교는 투자업종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광업 부문에 투자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 식당이나 음식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장 많았다. 로뎀, 코레아나, 신라 등이다. 그 밖에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같은 새로운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시기 투자가 여러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이는 노무현 

시기의 특징이며, 경제관계의 활발함을 보여준다. 노무현 시기 투자 특징은 

부동산, 건설업 및 광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시기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 상황과 잘 어울렸고, 광업 투자 비중의 크기는 

자원 외교의 성과이기도 했다.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확보할 분야를 찾고, 적극적으로 각 관심분야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시기도 여러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8-

2012년 동안 한국 투자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다. 한국 투자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시기에는 금융과 보험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크게 나타났다. 그 부문에 

한국이 49% 투자했다. 이 부문에서 투자가 노무현 시기보다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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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갔다. 그 다음 광업의 투자 비중이 12%를 차지했다<그림-19참고>. 

하지만 노무현 시기의 25%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림-19> 이명박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단위:천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제조업과 건설업이 같은 비중으로 나와서 11%를 차지했다. 노무현 

시기와 비교하면 노무현 시기에는 건설업 부문에서의 한국투자 비중이 

50%를 차지해서 이명박 시기보다 4배 정도 투자 금액이 컸다. 도매 및 

5,166; 0%

155,590; 11%

49,876; 3%

4,541; 0%

173,060; 
12%

164,359; 
11%

1,129; 0%

25,638; 2%

710,612; 
49%

22,223; 
2%

50,944; 
4%

2,138; 0%

82,363; 6%

2008~2012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단위: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
5) 광업

6) 건설업

7)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및보험업

10)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1) 운수및창고업

12) 농업, 임업및어업

13)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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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부문에 6%, 전문 과학 서비스업 부문은 4%, 부동산업이 3%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19참고>.  

이때 한국의 공사 및 민간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유망 시장에 두 

배의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광대한 토지와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와 경제 성장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생각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다른 분야보다 깊은 협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명박 시기의 경제협력은 카자흐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한국과 통신 분야에서 협력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미래에 무선 

인터넷이 현재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전문가들과 카자흐 전문가들은 통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기대의 시기였고, 새로운 고급 기술을 카자흐 통신 전문가들도 원했다. 

이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인터넷 연결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 기술 도입에 

관한 협상 과정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표-6> 이명박 시기의 부동산업이 노무현 시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8년에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4년 동안 그 비중을 

유지하지 못했다. 비중은 매년 줄어들어서 2012년에는 1십9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 다음 기대했던 금융 및 보험업 부문은 2008년에는 투자 

금액이 높았지만, 2009년에는 6십7만 달러, 2010년 5십만 달러로 내렸다가 

2011년 다시 3천4백4십3만2천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2012년에는 1만5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한국 투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보였다. 광업 2008년에는 1천4백5십2만5천 달러, , 2009년에 

9천5백8십4만5천 달러, 2010년에 2천4백6십9만3천 달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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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경제 잠재력과 전망은 한국 기업인과 

한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석유, 전기, 

건설, 도로, 무역 및 혁신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abai.kz.2014.01.28). 

<표-6>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단위: 천불)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투자금액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3,350 443 95 680 598 

2 제조업 949 2,483 2,945 21,347 129,906 

3 부동산업  29,787 7,435 11,609 856 190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 1,815 2,245 381 

5 광업 14,525 95,845 24,693     

6 건설업 71,611 36,663 38,534 12,831 4,720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1 602   5 250 

8 정보통신업 1,953 1,213 22,372 100   

9 금융 및 보험업 674,995 670 500 34,432 15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444 9,516 3,264   

11 운수 및 창고업 25,170   17,539 7,953 281 

12 농업, 임업 및 어업     165 500 1,473 

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2,363 

              

총계  822,612 154,897 129,783 84,213 220,17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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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2011-2012년에는 2년 동안 광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대로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활발하였다. 2008년 9십4만9천 달러, 2009년 2백4십8만3천 달러, 2010년 

2백9십4만5천 달러, 2011년 2천1백3십4만7천 달러, 2012년 

1억2천9백9십만6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명박 시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 금액이 2012년에만 82 363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문 투자액을 비교하면, 

부동산업 투자금액보다 44배 크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금액보다 17배 크게 

나왔다.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이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명박의 외교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이 매년 증가하지 

못했다. 노무현 시기에는 광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는 25%를 보여주었으며, 

이명박 시기 투자금액보다 2배 많았다. 

박근혜 시기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이명박 시기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정부는 한국 투자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하였다. “작년에,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협정에 서명했다. 박근혜 시기에 양국 간의 관광객과 사업가를 

위해 비자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비자 면제 제도를 지지하고 및 양국 

간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스타나와 서울 간 직항편이 

도입되었다.”(Айқын, ҚАЗАҚ-КОРЕЙ БАЙЛАНЫСЫНА–25 

ЖЫЛ,2017,02,23).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양국의 

사업 확장을 위해 도입하고 실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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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박근혜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단위:천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박근혜 시기에도 투자가들은 정부와 같이 활동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시장에 진출하고 여러 부문에 관심을 가졌다. 에너지, 자동차, 

엔지니어링, 건설, 광업, 의료, 교육 및 과학 분야의 국가 간 상호 협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근혜 시기에는 양국 간의 경제와 정치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의 정부가 

기대했다.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양자 관계를 새롭고 

보다 유익하게 만들며 미래 수준을 목표로 삼기로 합의했고, 양국 정부가 

4,708; 1%

264,182; 61%

12,456; 3%

370; 0%

17,661; 4%

1,253; 0%

170; 0%

9,340; 2%

1,103; 0%

11,601; 3%

110,089; 26%

2013~2017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 추이 (단위: 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5) 건설업
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 정보통신업
8) 금융및보험업
9) 운수및창고업
10) 농업, 임업및어업
1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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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했다.  

 박근혜 시기는 이명박 시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 환경이 다르다. 

<그림-20>을 보면 업종별 투자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많으며 한국 

투자금액의 61%를 차지했다.  그 다음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비중이 투자 금액의 26%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4% 정도 되고, 

부동산업은 3% 정도 된다. 마지막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서 비중이 

3%를 차지했다. 기타 부문의 비중이 낮았다.  

<표-7>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1,550 313 1,342 337 1,166 

2 제조업 159,099 83,993 19,996 514 580 

3 부동산업  40 9,570 10 86 2,750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0 300   

5 건설업 699 783 873 14,893 413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462 50     

7 정보통신업   20 120 30   

8 금융 및 보험업   193 4,420 4,726   

9 운수 및 창고업 596 331 45 131   

10 농업, 임업 및 어업 650 3,520 4,851 730 1,850 

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845 60,972 38,272     

총계  174,221 160,158 70,049 21,746 6,7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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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서는 박근혜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를 

살펴볼 수 있다. 각 부문을 보지 않아도 총 투자 금액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국 투자의 금액이 계속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투자 총금액이 1억7천4백2십2만1천 달러, 2014년 1억6천1십5만8천 달러, 

2015년 7천4만9천 달러, 2016년 2천1백7십4만6천 달러, 2017년 

6백7십5만9천 달러를 기록했다. 다른 정부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시기 

5년 동안 한국의 업종별 투자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밖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업종별 투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림-21>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을 살펴보면 향후 추세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금융 및 보험업이 40%를 차지했다. 제조업이 

21%로 뒤를 이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건설업은 

6%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은 과거 제조업, 자원개발에서 

점차 IT, 은행 등 서비스 산업과 ODA, KPS 등 한국의 소프트웨어 분야 

자원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윤성학,2012:300).  

<표-8>에서 나타났듯이 이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새로운 부문이었다. 

2018년에 2십4만5천 달러를 투자했는데 2019년에는 1백6십9만5천 달러로 

투자가 증가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한국 병원들과 카자흐스탄 병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의료관객들 중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계속 

증가할 분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다른 부문에서의 투자 금액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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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문재인 시기 2년 동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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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

5) 건설업

6)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7) 금융및보험업

8) 숙박및음식점업

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10)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11) 농업, 임업및어업

12)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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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현황 

문재인  정부 시기 2 년 동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현황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18 년  2019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314 456 

2 제조업 605 7,390 

3 부동산업  265 90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33   

5 건설업 3,578 1,345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0   

7 금융 및 보험업 5,000 10,188 

8 숙박 및 음식점업 50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5 1,695 

11 농업, 임업 및 어업 1,485 400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2 2,049 

총계  14,560 23,6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 (검색일: 2020-03-07) 

현재 상황은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경제 관계는 매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의 이익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 상호 유익한 관계로 인해 다수의 

공동 경제 및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Егемен,2019.01.26).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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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철회의 현상  
 

 21세기에 국가 간의 협력외교는 아주 중요하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국가는 협력외교를 추진하고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각 나라의 대외관계는 경제협력에 주력한다. 각 나라의 경제 및 정치 

특성에 따라 전략을 구축하여 협력을 추구한다. 매년 외교 분야의 협력외교 

중에서 경제협력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외교는 21세기의 

중요한 외교로 등장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경제협력외교는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협력을 볼 때 

경제협력외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나라 간의 경제관계를 튼튼하게 했다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양국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추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사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동기 및 철수동기와 연관성이 있다. “2014년 연말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300개 이상의 카자흐 및 한국의 합작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Руслан Изимов, 2016.11.09). 특히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다가  경제상황으로 인해 철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이 점차 

진출하여 투자를 서둘렀다.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왜 이루어졌는가? 진출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첫째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가하는 전략이며,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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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수출이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수출은 일찍부터 한국이 취한 경제성장 

전략이었다.”(김현철,2015:159). "수출 다음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해외진출이다. 해외에 공장을 만들거나 사업체를 두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전략이다.“(김현철,2015:165).  

”최근 한국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베트남 하노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다.“ (김현철,2015:165). 따라서 각 정부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아시아에도 본격 

진출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찍 진출한 것이 사실이다. 삼성, 대우, LG, 현대, 한전 및 

동일하이빌, 우림 등 여러 건설사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일부는 

제조업, 일부는 부동산건설, 일부는 금융 및 다른 일부는 인프라건설에 에 

투자했고, 요즘은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자원, 에너지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세 번째 목적은 현지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나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찾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1992년부터 계속 진출하고 있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한국 기업의 첫 진출이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의 첫 진출은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인 1991년부터 가능하였다. 아래 <그림-22>에서 

한국수출은행의 통계자료를 보면 1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가 맺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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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장한 적이 있다.  

노태우 시기 한국의 5개 회사가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였다. 이를 

제1차 한국 기업의 진출이라고 간주한다. <그림-22>를 보면 1991년에 

1개의 회사, 1992년에 4개의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에 대해서 제2장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만남에서 한국 기업진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림-22>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1990년 11월 한국 방문 후에 삼성, 대우 등 한국 기업이 텔레비전 조립 및 

냉장고 공장을 건설 중이나 한국 기업체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다면서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얘기된 바 있는 미국 

체브론 회사와의 유전 개발 계약 체결, 영국 및 이탈리아 회사와의 

유전개발 계획에 언급하여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도 경제 

협력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다.” 

(이상옥,2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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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김영삼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전체 18개 회사이다 (그림-23). 1993년에는 

진출한 회사가 없지만, 1994년에 3개의 회사, 1995~1997년까지 매년 

5개의 회사가 진출하였다. 노태우 시기를 포함했을 때 한국 회사의 진출 

수는 총 23개이다.  

 <그림-23>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 기업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김영삼 정부 시기를 보면 기업들의 진출 추이가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자원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 덕분에 

양국 간에 경제협력이 이루어졌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정상외교, 방문외교, 초청외교들은 한국기업들의 진출동기에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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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차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김대중 정부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992년부터 발전해 온 양국 간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1997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투자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부분이 

철수하며 그 동안 구축해 온 입지를 단번에 반납하게 되었다.”(Aidarova 

Aigerim,2011:14-15).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양국 관계 발전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Aidarova Aigerim,2011:15). 김대중 

시기에는 IMF 위기 상황이 한국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회사들의 타격이 많았다고 간주한다.  

 <그림-24>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그림-24>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기 첫해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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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둔화되었다.  <그림-24>를 살펴보면 1998년 1개의 기업, 1999년 

1개의 기업, 2000년 2개의 기업이 진출하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 또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상원의장과 외무부장관의 방문요인이 

한국 기업의 진출에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추진한 접근으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져서 진출현황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기업의 제1차 철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시기에는 철수와 진출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림-24>를 보면 1998년 1개 법인진출, 

1999년 1개, 2000년 2개, 2001년 5개, 2002년 1개이다. 총 10개 회사가 

진출하였다. 위기 이후에 회복이 가능했던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라는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많은 기회의 시장으로 

나타나서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분야가 

매력적이었다. "1995년 이후 계속 호전되어 가고 있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생산증대는 석유, 가스, 금속 등 에너지, 완료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의 

증가가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는 볼 수 있다. IMF에 의하면, 96년 

카자흐스탄에서 외국투자의 58.2%가 비철금속공업에 17.4%가 석유, 

가스공업에 각기 투하되었다.“(홍성원,1999:307). 

석유와 가스 분야에 외국 회사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이 새로 생겼다. 이 법의 

탄생도 한국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97년 2월에 

“외국인직접투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카자흐스탄 국내에 직접투자를 

행하는 외국인은 계약 후 5년간 100% 면세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이행기 국가들의 외국투자법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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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94년 2월 제정된 카자흐스탄의 현행 

“외국투자법”에서는 내국인과의 완전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철체되어 

있었다.“(홍성원,1999:307).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법적인 개혁과 경제적 

기회를 지혜롭게 이용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한국 기업 중에서 탄력성이 

있거나 뛰어난 회사가 이를 지혜롭게 이용하였다. 철수한 기업도 있었지만 

다시 진출한 기업들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와 경제관계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전에 말했듯이 러시아와 몽골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들도 한국 기업의 진출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김대중 정부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시장에 계속 진출하였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에 방문이 있었다면, 한국 기업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카자흐 외무성 장관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김대중은 

양국 간 외교 관계 수립 일로부터 처음 10년간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의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경제 분야의 성과가 

주목되었다”.(Караван,2002.10.23).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또 한 번 진출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제4차 진출이다. “1992.1월 수교 이후 1997년 한국 경제 

위기 이후 현지 진출기업들이 많이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진출이 주춤하였다가 최근 2000년 이후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위세브 자나르굴,2006:39).  다행히도 이 시기 한국 기업의 철수는 

없었다. 노무현 시기는 다른 시기와는 다르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수가 

계속 늘어나고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하였다. 기업의 수도 예전 정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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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수와 비교히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시기 양국 경제관계의 

긍정적인 현상을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 신문 인터뷰에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카즈프라브다” 시문과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협력을 기대한다. 한국은 석유 소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귀하의 

국가에는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두 국가에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 한국 기업의 확대를 통해 무역을 

늘리고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조선 건설, 정보 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상호 작용의 큰 기회가 열린다. 또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지지를 

기대한다”.(www.sabitov.kz 2013). 인터뷰 내용에서 봤듯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25>를 보면 2003년 4개, 2004년 9개 두 배로 갑자기 

늘어났다. <그림-25>에서 나타났듯이 2005년 18개, 2006년 26, 2007년 

42개 한국 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이 10배 증가하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정치, 외교 

관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와는 스타일이 다른 정부였다. 

노무현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은 규모가 컸다. 한국 기업들은 이 시기에 왜 

진출했을까? 해답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시기를 비롯하여, 김영삼 시기 자원정책으로 채택된 정책을 다시 

회복시켰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였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는 2004년 이후부터 한국은 다시 자원 정상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4년 러시아 방문 시 한·러 에너지전략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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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동시베리아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동시베리아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대중동 에너지수입의존도를 

경감시키려 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카자흐스탄에 이어 2005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채재병,2014:80-81). 이 

시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업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정책을 활성화시킨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였다. 

 <그림-25>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한국은 21세기 들어 전략적으로 부상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제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1월 ‘중앙아시아 진출방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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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진출방안’에 나타난 협력사안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한국은 중동에 이어 제2의 에너지 자원 부존지이자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중앙아 국가들과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비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고재남,2010:399.) 노무현 정부의 “중앙아시진출방안”이 한국 

기업들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은 

언급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진출방안은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진출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다.  

 그 밖에도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의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해주며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면 반대급부로서 토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초기에는 복지, 교육, 환경 문제는 현지 정부에 

맡기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윤성학,2012:281). 그 당시 

세계적으로 CRS 설치가 중요해졌다.  

카자흐스탄의 기업경영에도 CRS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CRS 활동을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윤성학,2012:281). 이러한 점을 아는 한국 

기업들은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진출한 것이다. “CRS 

해외 (외국)진출 외국기업들의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해외(외국)진출 한국기업의 CRS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윤성학,20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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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후원하고 도와준 적이 

많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개혁적인 성격과 정책 덕분에 노무현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진출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3-2007년까지 총 99개 한국 회사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100 정도 회사가 한 나라 

경제시장에 진출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의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양국의 

경제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가 출신 대통령 이명박 시기에도 많이 진출한 

편이다.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그림-26>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검색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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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6>을 보면 2008년 29개, 2009년 21개, 2010년 11개, 

2011년 20개, 2012년 13개 한국 회사가 진출하였다. 총 94개 기업이 

진출하여, 노무현 시기를 넘어서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관계가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의외로 100개를 넘지 못하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계속 증가하였지만, 이명박 시기 2009년, 2010년에 

감소하였고, 2011년에 증가하고,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와 비슷한 추이이다. 이명박의 에너지 및 자원외교와 

나자르바예프와의 친밀한 관계가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나자르바예프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한국 기업의 진출이 노무현 시기보다 적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동시에 철수도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은 2010년쯤에 많이 철수하였다. 

이때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감소한 것이다. 철수한 기업들의 자리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였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 지역 국가들은 

모두 에너지 자원 국가들로 등장하였다.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앙아시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이재영, 2006-2007:140).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의 석유 프로젝트에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카자흐스탄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뿐만 아니라 

2000년 카스피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전되면서 주요 산유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9-11%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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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이재영,2006-2007:150).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은 석유산업으로, 1999-2005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석유생산은 

연평균 약 15%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5년에 카자흐스탄은 하루 124만 

3,000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여, 약 110만 배럴을 수출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총수출에서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높아져, 1999년의 35.5%에서 2004년에는 68.3%에 이르렀다. 2005년 

들어서 석유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 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로 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석유 생산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 (KazMunaigas)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이재영, 2006-2007:150).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경제적인 매력은 한국 기업의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이 국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잘 

활용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발생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불안을 딛고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에너지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재영, 2006-

2007:144). 

 이명박의 2011년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협력에 주력하였다. 

“2011년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는 카자흐스탄 방문 시 38억 달러 규모의 

발하휘 발전소 건설 정부간 협경을 체결하였으며, 40억 달러 규모의 

아뜨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합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채재병, 2014:81)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에 20개 한국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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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쉬 발전소 프로젝트와 아뜨라우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명박 시기에는 한국 기업의 제 2차 철수와 제5차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양국의 경제관계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 추이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며, 다른 한편 

그 글로벌 위기가 기업의 철수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새로운 

진출에는 매력적인 프로젝트 두 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제6차 진출이 있었지만, 예전 

정부들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기 5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계속 감소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한국 기업의 진출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이루어졌다<그림-27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있었다. <그림-27>을 보면 2013년 19개 

회사, 2014년 17개 회사, 2015년 14개 회사, 2016년 12개 회사, 2017년 

10개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때쯤 다시 한국 회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철수가 일어났다.  

이명박 시기에 양국 정부가 발하쉬 발전소 및 아뜨라우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명박 

시기 진출한 회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3년 9월 계약이 체결된 KPLE (카자흐스탄 LG 폴리에틸렌) 

석유화학플랜트 공사는 2015년 5월 공사금액을 둘러싸고 컨서시엄 (GS 

건설, 페트로팩, 린데 등)과 발주처 (LG화학,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화학기업 

KPI 합작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주처와 대주주단 간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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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면서 2015년 9월 공사가 전격 중단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휘에서 생산될 전력구매를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다우토브 바우르잔, 

2017:48). 이러한 프로젝트가 추진된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사들과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회사들의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이는 미래에 진출할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27>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정책은 양국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시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총 회사 수는 74개이다 <그림-27>. 박근혜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였지만,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얻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시기는 한국 기업의 제7차 진출이다. 그러나 이 진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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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짧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출을 예상할 수 없다. <그림-28>에서 보면 

2018년에 12개 회사가 진출하였고, 2019년에는 11개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러한 것은 양국 간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지나야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진단하기가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예상해 보면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처럼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경제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편이다. 이는 대부분 국가와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기업 진출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8>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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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제시한다. 앞에서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철수의 기본적인 원인이 

다양하다. 첫째, 한반도에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한국 기업의 철수를 

초래했다. 1998년과 2008년 위기가 기본적인 요인과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 첫 번째 위기보다 두 번째 위기에 한국 기업들은 위기의 

교훈을 떠올리며 철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급속하게 철수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의 한국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해외에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이 존재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서 가끔 기업의 다수는 

철수를 결정한다. 세 번째, 국내에 있는 기업의 금융상태가 악화되어서 

해외에 진출 중인 기업이 철수하게 되었다. 국내에 있는 본사의 결정에 

따라서 철수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이는 대기업들에 대한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기업 내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모든 기업을 한 자리 그리고 한 손에 모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철수를 억지로 실시한 것이다. 넷째,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이 보호될 

제도나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철수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에 

의존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파악한 국가라 하더라도 조심하게 

활동한다. 카자흐 정부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자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위기의 기간을 예상할 수 

없었다. 위기가 최소 1년, 최고 2-3년 이상 길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하게 되었다. 위기의 기간을 예상하지 못하여 철수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각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여섯째, 자원탐색만 하고, 

프로젝트를 아직 시작도 못 한 기업들은 철수하게 되었다. 기업들 중에 

탐색만 한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한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은 덕분에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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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중에 진출한 회사들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기업만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지는 않았다.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진출하였다. 진출한 회사들 중에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었다. 첫째, 대기업이 진출하였다. 해외국가를 새로운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꼭 한두 개 기업이 동반한다. 정부를 동반하는 회사들은 

신문에서 투자하는 회사로 등장한다.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진출한 

한국기업은 삼성물산, (주) 대우일렉트로닉스, LG 전자, 삼성전자, (주)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동일하이빌, 우림 카자흐스탄, 실로 에너지, 

현대종합상사, 국민은행, 영진 Global Logistics, (주) CAM, LG 상사 등 

기업들이 있다.”(윤성학, 2012:302). 

 둘째, 중소기업이 진출하였다. 이들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카자흐스탄 땅에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abai.kz,2014.01.28). 이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었다. “대기업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내수업종이라 여겨졌던 유통기업들마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시장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소위 ‘한국 탈출’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김현철,2015:166-

167). 앞에서 김현철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모든 정부 동안 한국의 여러 

기업, 전자, 건설, 유통, 무역, 법률, 투어 등 중소기업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고, 카자흐스탄 기업들과 협력하고, 51/49 투자지분 (한국회사 51, 

카자흐회사 49), 70/30 투자지분 (한국회사 70, 카자흐회사 30) 또한 

60/40 (한국회사 60, 카자흐회사 40) 투자지분 (주식과 채권)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중소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한국의 주요 은행, 기업, 회사, 보험 회사 및 건설 회사의 사무실이 문을 



131 

열었으며 현대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양국의 회사가 

합작 회사를 설립했으며 양측에서 창업자가 나온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업의 이해와 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은 정부 및 상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공동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abai.kz,2014.01.28). 그 중에서 처음으로 롯데 

유통사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다양하다. 셋째, 과거에 이슬람 국가에 진출한 적이 있는 기업들이 

진출하였다. 특히 중동에 진출한 적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경영자들을 이슬람 지역인 중앙아시아로 

파견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의 경험이 풍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노무현 시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많이 진출하였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이슬람 종교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카자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넷째, 한국 기업들은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의 매력적인 자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지역에서 자원 분야에서 활동하면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출하였다. 다섯째,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출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회사들보다 터키, 러시아, 중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출하였다.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에 터키 회사의 수가 많아서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하였다. 이들 중 미국과 유럽 투자 강국들을 제외하고 러시아, 

중국과 터키, 이란 회사들은 한국 기술이나 자본이 강한 기업의 진출에 

우려하기도 하였다. “카스피해 지역에 이미 상당수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들이 아직 개발 여지가 많은 

동 지역에 대해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위세브 

자나르굴,2006:36). 여섯째, 노무현 시기와 이명박 시기에는 한국 회사들이 



 
 

132 

한국 회사들끼리 또는 카자흐스탄 회사와 같이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를 추구했다. 이들은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합작 투자를 하면서 

현지의 회사와 법적으로 경영과 금융지분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끼리 지분, 금융, 공영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투자하였다. 그러나 1998년 및 2008년, 2014년에 철수한 한국 

기업들 대신에 다른 여러 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회사들이 들어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놓친 큰 기회이다. 여러 나라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동안에 빈자리를 장악하였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투자 우려가 존재한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 불안정성을 예상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손해를 

입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교역을 증대하고, 방문외교, 

정상외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발전 및 심화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은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국 기업투자, 활동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추세이다. 모든 정부의 영원한 과제는 

경제이고,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은 외국의 기업과 투자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동지역을 뒷밤침할 수 있는 유력한 

자원지역이다.”(채재병, 2014:90).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보였다. 중앙아시아와 

협력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처음에는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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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투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섰다. 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의 결과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투자 분야가 다원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만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세 번째 카자흐스탄 내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정성, 해외투자 자본의 유치와 보호를 위한 조치의 미약 등 

요인들 탓에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튼튼한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정권 초기에 눈치를 보고 

진출한 기업들이 정권 후기에 가면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 기업의 철수동기와 진출동기의 요인과 원인, 상황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이 요인과 원인은 대표적이다. 진출과 철수의 교훈을 

기업이나 정부들이 고려하여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균형 있게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의 경제관계에 이익이 되는 협력에는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들 중에 노무현 정부가 

지혜로운 정책을 추진하였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양국의 관계를 심화했다. 과거를 보면 카자흐 

정부도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를 양측이 

고려하여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과 토카예프 (카자흐 정부)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외교 과제와 노선은 양국의 정책을 

추진하고 상호적으로 관계를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34 

제5장. 결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경제관계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가 간에 

협력의 폭이 매년 넓어지는 추세이다. 각 정부마다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동안 에너지 및 자원 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각 국가는 자기의 

경제적 틀에서 움직였다.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경제를 살리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볼 수 있다. 각각의 국가의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및 외교적 역할을 하고, 양국의 기업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외적인 요소들과 국제경제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양국의 경제관계에는 변화나 추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예전보다 높은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모든 정부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는 교역, 수출, 수입 등이 하락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수출, 수입 및 교역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여러 국제정세, 세계 경제 및 외교 상황, 국제경제연합, 동맹 등의 

탄생이 영향을 미친다. 그 상황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교역도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를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정부들의 노력과 외교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 

및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과 기능,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를 모든 

정부는 활용하고, 상황을 언제든지 호전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투자협정, 

무역 서류 등 서명, 관세 등에 관련 추가 합의, 경제협력 등 합의서가 있다. 

양국은 늘 공식적인 방문이나 외교협력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증대시키고 

협력을 강화했다. 양국은 양측이 추진한 외교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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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동안에 자원과 

에너지 개발을 하고, 서로에 경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양측이 서로 여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또한 경제적 수익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양국의 정상들도 국가 간의 방문을 추진했다. 

주목할 것은 양국이 특히 방문이 잦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덕분에 모든 정책, 그 중에 특히 자원과 에너지 정책이 진행되고, 

실현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의 기업 이미지 및 한국의 투자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외교를 수립한 다음에 국가 간에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무역협정, 투자협정 등을 서명할 수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투자, 및 문화에 대한 중앙아시아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것은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을 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다. 첫째, 한국의 중앙아시아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에 대한 접근법이 자원외교를 통해 실행되었다. 둘째, 

방문·초청외교를 통해서 접근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여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한국 및 카자흐 정부 간에 많은 협정이 체결되어었다. 예를 들면,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관세방지에 대한 협정, 비자에 대한 협정, 

문화협정, 기술협력, 항공 협정 등이다. 또한 양국 간의 ‘한·중앙아시아 

포럼을 실현했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중대한 방안을 

협의하고 협력하고 해결책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노무현 시기에 

추진되었지만, 그 포럼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시기에 양국 간에 자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여러 협상을 전개했다. 만약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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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동안 특별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공식적인 귀빈방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들은 협력을 성공시킬 조건들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격상시켰다. 양국 

관계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 중에는 김영삼 시기부터 추진된 

자원외교는 카자흐스탄과 외교관계를 더욱 깊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각 정부의 그러한 적극적인 카자흐스탄 진출에 관한 정책들이 지속되었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협력의 결과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만들어냈다. 

덧붙이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 정책의 성과를 

그 당시 바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경제적, 

정치적인, 외교적 그리고 문화적인 활주로를 마련해 놓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국민들을 위해 

'1달 (30일 기준) 동안 무비자제도를' 설치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신바람'이란 협정을 채택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봉환할 수 있었다.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추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이 카자흐스탄을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외교의 양자 형식으로 외교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종종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가능성으로 인식했다.  정치, 

외교,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카자흐스탄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협력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반영되어 계속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무역 및 기술 측면에서 양자 관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국 사이에는 

경제적인 협력에 비해 정치·외교적인 협력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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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카자흐스탄 관계에는 정치·외교적 협력은 경제적인 협력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우리는 정치 및 국제 

외교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세계 강국 및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기구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세계 여러 

기구 무대에서 카자흐스탄의 외교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중앙아시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화된 배경에 비추어 양국은 대외 정책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무역과 경제관계는 여전히 일관적이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항상 경제관계의 변화와 침체, 상상, 감소 등 

추이의 변화가 있었다. 한·카자흐스탄 무역 및 경제 관계의 문제 중에서 

핵심은 경제 협력이 국가와 정부 사이의 정치·외교 추진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양국 경제관계는 정부의 추진한 정책에 의존하는 경제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추진한 정책과 방문·초청 외교로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처음에 좋아졌다가, 그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왔다. 

이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경제관계이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만  

발전하는 경제관계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카자흐 경제관계는 불균하게 

발전해 왔으며, 이는 정치적,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조에 의해 설명된다.  

한·카자흐 무역과 경제 관계의 내용과 역동성을 분석한 결과, 검토 

기간 동안 정책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 투자와 무역의 추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영삼과 노무현 시기에는 경제관계가 

꾸준히 발전했다. 무역과 투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며 감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명박과 박근혜 시기에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무역과 투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일관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은 최상의 경제관계라면 일관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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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증가하는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현재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와 

외교보다 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양자 

경제관계의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카자흐스탄 경제 관계를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적, 문화적 및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높은 정치적, 외교적 

협력 관계가 미래에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방문과 초청 외교가 

투자 환경, 무역을 일시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관계, 

투자 및 무역은 국가 지도자의 공식방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높거나 

안정적인 수준, 일관적인  속도와 성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가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존재한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 시기마다 자원외교의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무역 부문에 양국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 무역에는 물류에 관한 비용이 큰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무역을 증진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하며, 무역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EAEC에 가입한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무역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측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개발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무역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역 수준에 만족하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발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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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일반적인 무역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무역 흐름과 같이 일관성 있는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양국의 정부나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양국의 정부가 바뀌어도 경제관계에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자 간 새로운 무역증진체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양국은 경제관계에서 자원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 반도체 산업의 기술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약산업과 의료기기이다. 특히 제약 

생산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부문이다. 현재까지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에만 

집중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자원에만 집중하면,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좋은 경제파트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양국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 부문에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카자흐 측이 개선한다면 한국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부문별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공동 기구나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에서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여러 경제협력 프로젝트나 협정, MOU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는 이 합의한 프로젝트나 협정의 실행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과 카자흐 기업들의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양국의 정부는 경제 관계에 있어서 협력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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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rat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since 1993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kash Dasta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ooperation between Kazakhstan and Korea 

from 1992 to 2020. Specifically, it aims to examine investment and trade shifts and 

answer why with each new government, South Korea’s politics toward Kazakhstan 

varies. In this regard, this thesis looks out for the major foreign factors that influence this 

switch. By analyzing the existing literature, particularly about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it had found that regardless of their domestic and foreign politics, South 

Korea’s and Kazakhstan’s economic cooperation continues to grow.  This is because 

Nur-Sultan, while possessing rich natural resources, is in need of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Seoul, in its turn, aims to invest in that area, which makes it to follow a 

resource diplomacy. Consequently, Kazakhstan and South Korea benefit as their trade 

expands. While analyzing their relations, this study reveals the major factors and causes 

in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se two nations and attempts to predict the new 

waves of cooperation in future.   

Key words: Korea-Kazakhstan economic relations, resource diplomacy, Korea-

Kazakhstan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Eurasia initiative, strategic partnership, New 

Nor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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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993년 이후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 추이 분석 

 

아카슈 다스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경제관계의 협력, 변화, 투자 및 무역 추이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출범한 각 정부마다 대(對)카자흐스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검토하고, 경제관계에 시기마다 간헐적인 변화와 추이가 생긴 까닭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어떠한 국외적 주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려고 진출하고 활동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철수동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과 원인을 연구하고 밝히려는 

것이다. 한국의 각 정부의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응과 입장, 

한국의 광범위한 자원외교 등 외교의 거창한 목표와 유익한 결과를 

알아보고, 1992년부터 28년 동안 현재까지 발전해 온 양국의 경제관계의 

성과, 중요성과 유의미함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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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전략적인 동반자’라 및 ‘중앙아시아 

파트너국가’라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양국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의 범위와 영역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양국 간의 여러 

협상 및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국내외 정치, 외교 및 

경제 여러 상황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때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또한 양국의 정부가 상호이익을 위해 

그러한 정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와 

한국의 경제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1948년부터 경제 분야에서 경험이 충분하고, 경제 및 산업적 

근대화 길에 일찍 선 국가이며, 소련 붕괴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성장하는 중인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을 할 때 쉽게 

접근하고, 정부마다 여러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1991년에 독립하여 경제 및 무역에서 경험이 

부족함으로 한국의 정부마다 정책에 따라 경제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의 나타난 변화와 추이를 

밝히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국의 관계를 평가하고, 진단하거나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관계 및 협력의 추이의 주요요인과 원인을 밝히고, 외교적 

의견과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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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전략적인 동반자이며, 이러한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전략적인 동반자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외교, 무역, 경제, 금융 및 인도주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기구 등 많은 

영역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관계가 긴밀한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인 파트너 등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력 범위를 넓히고 발전 방향을 

지향해 왔다. 잠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말하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정치,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관찰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중앙아시아는 늘 강대국들의 

정치·경제적인 관심사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 중에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지역 전문가, 대외관계 학자들과 정부 차원의 고위급 관료들의 

의견에서 항상 한국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CIS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된다. 카자흐스탄의 전문가들의 관점에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간주되고, 카자흐 사회에서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보건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여겨진다.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은 자원외교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라는 외교적 관점이 더 강하다. 따라서 

양국의 외교, 경제 및 기술 등 협력이 늘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과 (남한) 카자흐스탄의 접촉은 구소련 시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가능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1991년 11월 30일에 승인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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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다. 탈냉전 ‘북방정책’으로 시작한 협력은 현재까지 

‘신북방정책’으로 지속되고 있다. 아직 미진한 분야도 존재하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많은 분야에서 양국은 관계를 심화시켰다. 현재 양국의 

경제관계를 경제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에 한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있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경제, 무역, 

비자, 인도주의 협력, 문화, 교육, 기술, 환경, 서울시와 누르술탄 시 

자매결연, 및 협력, 화학,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협정에 

서명하였다. 첫 번째 무역협정은 1992년 7월에 서명되었고, 가장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19년 4월에 양국 간의 여러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가깝지 않지만, 대륙적으로 국경을 접한 

여러 나라들보다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의 

경제협력이 카자흐 및 한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무역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역은 1992년 수준보다 현재 40 배 정도 발전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10 대 무역 파트너 안에 들어가고 있으며, 투자로 따지면 

7대 해외투자국 안에 들어간다. 한국 투자는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몇 번 1위를 다투었고, 10위에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 땅에 진출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양국의 교역이 한 차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에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양국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에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선 자원, 에너지, 석유, 가스 개발, 부동산건설,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인프라 설계 및 건설 등 사업이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기계, 자동차, 기술 및 

여러 최신 전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관계에 여러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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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관계는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양국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 양국은 

상호이익이 될만한, 실현주의·현실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실행하고 강조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외교, 

정치, 경제와 무역 등 협력은 언제나 양국의 대외관계 상황에 달려 있기도 

한다. 따라서 양국은 외교관계를 이익과 현실에 따라서 발전하고, 추진하고 

또한 심화시켜 오고 있다.  

 큰 그림을 요약해서 말하면, 한국의 새 정부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의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중간에 가끔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가끔 소극적인 자세도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추이도 생긴 바 있다. 출범된 정부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이는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정부가 출범하였고,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Nazarbayev's 

Government) 계속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30년 가까이 기간 동안의 

양국의 경제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가 중요한 연구이다. 노태우 

시기부터 문재인 시기까지 추진된 모든 외교, 정책 및 경제협력, 즉  

양국의 30년 동안의 관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 정부와 같이 한국 

기업들도 중앙아시아로 적극 진출하여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중에는 실패한 기업도 있으며, 성공한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양국의 경제관계의 활력이 정부마다 있었다. 한국 정부마다 

추진된 정책 중에 유사한 정책, 유지된 정책 또는 새로운 정책들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큰 배경에서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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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늘 높으며, 양국의 경제 

관계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경제관계의 흐름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관계의 추이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들의 추진된 정책의 중요성도 나타났으며, 요컨대 분석은 추진정책과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간의 대외관계 및 경제관계의 발전, 변화, 

문제점 및 추이, 그리고 시기마다 추진한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시기별로 

변화가 왜 생겼는지 및 추진된 정책이 무엇인지, 왜 경제관계에는 추이가 

생겼는지를,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고 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를 노태우 시기부터 문재인 시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투자의 감소 및 증가, 무역의 추이에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원인과 주요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부시기 및 추진정책에 따라 

파악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서 공식, 초청 등 방문으로도 

분석한다. 또 하나의 주요 목적은 양국의 경제, 외교 및 정치 관계의 

중요성을 분석한다. 왜 시기마다 나타난 변화는 양국의 경제관계에 크거나 

작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나왔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제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문학, 에너지 및 자원 등의 

분야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의 변화와 투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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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 

내에서 가끔 카자흐스탄이 연구되거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및 카자흐스탄,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그러기 위해 

양국의 경제관계, 협력 및 각종 교류를 언급한 모든 선행 연구를 

통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중의 경제관계에 관련한 연구들을 일부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택한 선행 연구는 10개 이상이다.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세계경제 진입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을 중심으로”(홍성원, 1999)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자원외교에 

대해 최초로 진행된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그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정책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IMF 위기 이후에 작성되었더라도 시기에 맞게 

진행된 연구 중의 하나다. 이 논문의 한계는 그 당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에 

중앙아시아 자원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탄생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무역 및 투자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위세브 자나르굴, 2006년)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한국 기업진출이 서술되었다. 본 논문의 한계는 선행연구에 

대한 연구가 없고, 양국 간의 경제관계 문제에 대해 다른 논문들과 유사한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1997년 위기만 양국 관계의 주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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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오래된 연구 중의 하나로서 정치, 국제 및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이 부족하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여러 관계를 이 논문에서 볼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정책”(김중관, 2006)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특징과 산업구조, 에너지 정책, 석유화학 분야, 

카자흐스탄의 석유 산업발전에 대한 국가의 계획, 투자 등을 서술한다. 

카자흐스탄과 석유 분야에서 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의 입장과 

이익추구를 파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진출을 언급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 현황을 다루고 적절한 분석을 시도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김중관, 

2006)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살피고 

강조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대외관계정책을 검토하고,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전망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수입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 특이하게 나타났던 것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정보 분석의 부족은 양국 경제관계에 대한 단점과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 방안: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이재용, 

2007) 연구에서 저자는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인 

잠재력과 유망한 파트너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논문의 절반은 

카자흐스탄의 중요 정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나머지 절반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방안을 살펴봤다.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특히 이 기존논문에서 양국의 교역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의 논문에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교역의 추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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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원인과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저자의 논문에는 1997년 위기와 

2000년 중반의 교역의 문제점만 언급되었지만, 이도 충분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협력” (Aidarova Aigerim, 2011)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이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설명된다. 저자는 연구를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로 나누며 연구하였다. 양국의 경제협력변화의 문제로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선택한 기간이 짧다. 특징은 

무역, 투자 등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유익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플랜트시장, 농업, 원자력, 인프라, 교통, 건설 분야 등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시기마다 연구하였지만, 한국 

각 정부의 정책을 깊이 분석하지 못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아루잔 아야우잔, 2012) 

연구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보다는 농업분야 협력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저자는 자원개발 및 투자 분야에서 협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는 교역과 투자 현황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추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다른 기존 논문과 

마찬가지로 1997년 위기 및 2008년 위기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며, 카자흐스탄의 경제프로그램과 

농업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 자원외교와 국내 유가 문제”(주재우, 2012)에서는 한국의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도 노무현 자원외교에 

대하여, 에너지법, 해외자원개발법 등 탄생을 분석하였다. 내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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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관계, 자원에 대한 협력 등이 설명되었다.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유형과 대응: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박지원, 2013)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투자할 경우에 마주할 리스크에 대해 예측하고, 여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마주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정치적인 리스크 (Political Risk), 

투자환경 (investment climate), 사회 혼란 (civil disorder), 몰수 

(expropriation), 전쟁 (war) 등 리스크와 상황을 맞이할 경우가 있는 것을 

논의하고, 모든 리스크에 따라 투자의 현황과 경제적 전망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분야별로 2007년~2012년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연구의 분석 한계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에 한국 투자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아시아 해당 국가들에서 정권 교체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분야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진출 해외(외국)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활동 전략과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윤성학, 2013) 한국뿐만 아니라 기타국 기업들의 

CIS 전략을 연구한다. 또한 그들의 CRS에 대한 특징을 검토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세금에 관한 정책현황을 살펴봤다. CRS에 

관한 카자흐스탄 국가의 요구, 입장과 사회적 변화는 글로벌 체제에서 

생존해 온 한국 기업들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며,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금융 및 법률 제도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업들은 

쉽게 투자하고,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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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원외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채재병, 2014)에서는 

한국의 자원외교의 역사, 발전, 현재 자원외교의 현황을 소개한다. 게다가 

세계 자원외교의 변화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원외교 주요대상 지역으로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 지역을 꼽고, 자원외교가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 중앙아시아 나라 중의 카자흐스탄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 연구 및 제언” (다우토브 

바우르잔, 2017)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및 잠재력이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한 가지 특징은 IT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양국 간의 기술 분야를 협력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평가하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단점과 한계는 한국 각 정부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그 당시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집중한 연구들이 다수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대부분 연구는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널리 소개하고 있거나, 또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정책 출처는 박정희 정부 시기이다. 그 당시 국제상황으로 

그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 아니었다. 경제 및 정치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한국 자원외교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자원, 

특히 원유 공급 확보에 치중하였으나, 당시 한국은 자원외교를 수행할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있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실패 사례도 많이 발생했다. 

1990년대에는 자원외교 대상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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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지만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4년 이후부터는 자원 정상외교를 

강화하였고,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자원외교도 강화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밀착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채재병,2014:82).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처음으로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때부터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필자는 그러한 견해 한계 및 분석 한계, 시기 한계를 

극복하고 필자의 논문에서 새롭게 각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후속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에게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의 출처가 노무현과 

이명박 시기가 아닌 것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000년도 중반 

(노무현 시기) 및 2010년 중반쯤에 (이명박 시기)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범위는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 인프라 및 산업 분야이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범위와 규모, 

분야를 확대하여 각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부마다 경제관계의 변화 및 

투자, 무역 추이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여러 단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본 논문의 시기, 정책, 통계, 분야를 확대시켰다. 정책과 

경제관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경제관계 역동적인 성격, 추이, 교역 추이 

및 투자 추이의 주요요인과 원인 발견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와 필자의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 기업의 진출과 철수의 원인과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 

다수의 의견으로 주요한 결정요인은 1998년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진출과 철수의 원인과 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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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진출과 철수 문제에 영향을 미친 정책, 국제적인 상황, 내외적 

상황, 영향, 교역의 하락과 증가 추이, 나라의 경제관계의 피해,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제1차, 제2차 진출, 제3차 진출 

그리고 제1차 철수, 제2차, 제3차 철수라는 개념과 현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례로 분석하고 특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진출과 

철수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사실은 모든 측면에서 파악하고 상황을 

연결하여 연구가 진행되면 모든 경제관계의 변화 투자 및 무역 추이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경제관계의 결과를 전망성으로만 보고 

있고, 문제점으로 넓게 주장하지 않았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결정요인과 원인, 정책 추진 및 

상황을 연결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행연구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필자의 대외관계 및 경제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3. 문제제기  
 

우선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5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에서 출범한 각 정부마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카자흐스탄 새 정부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는가? 셋째, 경제관계에서 투자와 투자철회의 

추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경제관계의 변화, 투자의 감소 및 증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 요소들이 무엇인가? 넷째, 그리고 왜 한국 투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했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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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노태우 시기부터 문재인 시기까지 한국의 각 정부는 

유라시아 전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1993~1998년 사이에는 김영삼 정부는 통상외교 및 자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경제관계를 유지하였다. 노무현은 중앙아시아 자원정책, 

이명박은 자원에너지 정책, 박근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은 

‘신북방정책’을 추진했다. 각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정부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경제협력을 선호하였다. 둘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외교,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 

국가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한다. 

셋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의 변화는 우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나타났고, 그 다음 국제 및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있어서 언제든지 중앙사이사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나라이다. 경제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이며, 외교, 안보 및 정치 측면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이다.  

4.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교관계, 경제적인 협력, 정책 및 

경제관계 추이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양국의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각 정부마다 행사한 정책에 따라 양자관계에서 나타난 경제협력들을 

분석하고, 정책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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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통계자료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받은 

데이터에 따라 정부 시기, 연도 및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보여준다. 양국의 협력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나 철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인다. 그러나 요즘 양국의 

경제관계의 추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경제관계의 추이의 

변동의 원인과 요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정치적인 함의도 많이 담고 있다.  

 정부 및 시기마다 자료들을 수집하여 살펴봤다. 자료 종류는 

다양하다. 문헌 조사도 하였고, 통계 데이터도 수집하였다. 자료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부마다 및 시기마다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단행본, 외교백서, 논문, 기사, 무역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무역 및 경제에 관한 기관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은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들은 모두 정책, 경제협력에 대한 자료들이다. 

 본 논문에서 카자흐스탄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연구소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소의 연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여러 학자의 연구를 활용하고, 한국에서 한국외교부의 외교 백서를 

활용하였다. 이들도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요즘  

카자흐스탄에서는  여러 나라에 대한 정책 연구가 “Kazakhst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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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한국 협력: 현황 

및 전망성”, 과학 간행물, 국제 과학실무회 자료 (2009년 4월 29일 알마티)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научное 

издани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 Алматы, 29 апреля 2009 г.)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г.), 김 게르만 니콜라예피츠, "카자흐스탄-한국 : 전략적 

파트너십의 길 따라 1권 파트너쉽과 협력의 단계" (Almaty, 2012,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Г.Н. Ким «КАЗАХСТАН — ЮЖНАЯ КОРЕЯ: по 

пу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нига 1 Этапы партнерств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лматы, 2012, 83 стр.,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등이다. 2012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 관한 두 권의 

연구자료를  김게르만 니콜라예비츠가 발행하였다. 김 게르만 

니콜라예비츠는 카자흐스탄, CIS 등 국가에서 활동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수도에 위치한 일류대학교에서 Medeubaeva Zh.M. 의 논문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교 정책 교리의 역사” (1991-2010) Astana 2012, 논문. -

아스타나, 2012. (Медеубаева Ж.М.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доктрины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1991-2010 

годы) Астана 2012, 240 страница, Монография. – Астана, 2012 год.), 

"카자흐스탄의 오늘" 알마티 2009,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named 

after L.N. Gumileva” («Казахстан Сегодня” Алматы 2009, Еврази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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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Л.Н. Гумилева) 등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한국과 협력을  언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논문, 연구, 발행물 

외에 본 논문에서는  카자흐스탄 신문 기사 등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한국의 외교백서” 및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서 

출판된 자료들의 여러 외교  및 경제적인 부분이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필자는 시기마다 분석할 때 5년의 기간을 정하고 정리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간을 감안하여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5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모든 데이터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선행논문이나 연구 자료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자료들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 시기 분석도 없다. 이를 고려하여 모든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시기마다 행사된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시기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과 연결하여 추이를 밝혔다. 

경제관계의 중요성과 협력의 긴밀성,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계, 정책을 

다 같이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교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제관계, 협력 및 교류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각 정부의 입장과 정책,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철수, 투자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경제관계의 추이, 

수입과 수출의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들의 정책을 내세웠다. 그 당시의 양국 내부, 외부에서 진행된 

정책들에 따라서 추이가 생길 수 있다는 추측을 하였다. 양국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까지 시기마다 발전한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정부들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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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경제관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30년 동안 경제관계의 추이, 중요성을 점검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론부터 소개하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검토, 문제 제기, 자료 수집과 연구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론 부분을 소개하면, 제2장에서는 노태우 시기 

양국의 관계, 북방정책, 카자흐 대통령의 방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교관계설립, 한국 정부의 카자흐 정부의 독립공식 승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협정 서명 등을 서술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비롯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카자흐스탄에 관한 정책 추진, 양국의 외교 및 경제관계, 여러 합의 

등 시기별로 외교 및 경제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보여주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기업 진출 및 철수의 주된 요인,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시기별 투자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기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연도별 

업종별 투자 변화를 보여준다. 양국 간의 무역 현황, 증가세와 하락세, 

흑자와 적자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소개하면, 제5장에서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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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992-2019년 간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1. 외교관계수립과 무역협정 서명   
 

노태우 정부는 양국의 튼튼한 외교 관계 및 경제 관계의 기초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본 시기부터 양국의 

우호관계 및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간의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첫째, 북방정책으로 양국의 협력이 외교관계 수립 전에 

일찍 시작하였다. 둘째,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1991년 12월 30일에 승인하였다. 셋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는 

정부의 독립공식 승인 이후인 1992년 1월 28일에야 외교관계를 수립될 수 

있었다. 넷째 경제관계를 위한 중요한 서류인 무역협정 서명을 할 수 

있었다. 필자가 노태우 시기부터 연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기존연구에서 빠지고,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처음으로 경제관련 합의를 하였다. 이 시기는 양국 관계의 첫 

단추 시기이다. 깊이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모든 정부가 추진한 경제관계와 협력은 노태우 시기와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관계의 출처는 노태우시기이다. 그는 양국 관계의 기초에 첫 

벽돌을 쌓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는 경제관계의 기초로 

처음 소개되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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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고 싶은 것은 첫째, 공산주의 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카자흐스탄 선수도 참가하였고, 둘째,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국회협력이 이루어졌고, 셋째,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 공산권의 국가들 중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정치인 또는 국가원수이자, 또한 한국 대통령을 최초로 초청한 

공산주의 국가의 대통령이었고, 넷째 1991년에는 CIS (독립국가연합) 

탄생하고, 그 다음 알마아타 선언이 발표되어서 소련이 해체되고, 알마아타 

선언 후 한반도와 CIS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권리가 생겼고, 다섯째, 

노태우 정부 시기 1991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승인하고, 주권을 인정하였고, 여섯째, 미국에서 1992년 1월 21-23일 

독립국가연합 (CIS) 원조 조정 제1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일곱 번째, 미국 국회 회의 이후 

1992년 1월 28일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가 공식 수립되었고, 

여덟 번째, 독립국가연합 (CIS) 원조 조정 제2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한국이 쌀 지원을 했으며,  아홉 번째 한국 외무부 장관의 카자흐스탄 첫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첫 무역협력협정이 서명되었고, 열 번째, 한국의 

차관에 관한 CIS 국가 지도자들의 경쟁이 나타났고, 열한 번째, CIS 국가 

원조 조정 제3차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요 정책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시기를 살펴보면 먼저 CIS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였고, 그 

다음 소련이 해체되고, 한국과 CIS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기회가 왔다. 

한국은 한·소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CIS,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를 구상했고, 이는 노태우 정부 시기 긴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와 관계를 개별로 추진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에 한국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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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에 CIS 국가들에 원조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외교관계는 CIS 

국가들에 대한 원조협의 이후에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은 소련 해체 후에 

CIS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측하고 또는 여러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추진한다. 

독립국가연합 (CIS) 원조를 지원하는 제1차 국제회의 개최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사랑의 쌀을 지원한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1992년 1월 28일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1992년에 1월 22-23일에 CIS 국가들을 지원하는 제1차 

국제회의가 미국에서 진행된 이후에 양국은 1992년 1월 28일에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한다. 흥미로운 점은 1월 28일 같은 날에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카자흐스탄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1992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은 한국 및 북한과 외교 관계를 동시에 

맺었다. 그때부터 27년 동안 두 국가와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 측과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에 이르렀으며, 다른 측에게 자기 발전의 길을 

제의했던 모범적인 국가로 세계로 잘 알려졌다” (Егемен, 2019.01.26).   

카자흐 정부의 공식자료에서 한국은 7번째로 외교관계를 설립한 국가이며, 

북한은 그 다음 자리를 이었다. 이 정보로 한반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같은 날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외교관계를 최초로 수립한 국가들 

중 10위 안에 들어간다. 양국이 같은 날에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카자흐스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국 모두 카자흐스탄과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외교관계를 설립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협력을 

하였다. 한국과 카자흐 관계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후 외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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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한국 장관의 방문 목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이 방문의 목적에 관해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다. 이상옥 장관의 내용을 보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중요성보다는 외교적인 중요성이 더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뒤에 자원외교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외교가 

경제보다 더 중요성이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경제보다 

외교가 중요하였다.  

 이 장관은 카자흐스탄 방문 중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접견했다. 

“나는 7월 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50분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증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한국과의 관계가 그 실례라면서 

카자흐스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한국 및 북한과의 선린 협력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이상옥, 2002:812).  

 그 당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경제발전을 

선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한반도의 최근 정세와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과거 

카자흐스탄에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핵무기가 배치되고 있었다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핵실험장을 폐쇄하였으며 아시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상옥,  2002:812). 

 이 만남에서 경제 이야기도 이루어진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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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1990년 11월 한국 방문 후에 

삼성, 대우 등 한국 기업이 텔레비전 조립 및 냉장고 공장을 건설 중이나 

한국 기업체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다면서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얘기된 바 있는 미국 체브론 회사와의 유전 개발 계약 

체결, 영국 및 이탈리아 회사와의 유전개발 계획에 언급하여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도 경제 협력을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으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다.”(이상옥, 2002:813). 나자르바예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였으며, 한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은 30년 동안 늘 한국을 경제, 투자,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였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첫 외교 해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당연하였다. 그는 구소련 시기에도 한국을 경제, 투자 및 

무역 분야에서 협력할 국가로 생각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독립한 카자흐스탄 

정부를 지도하면서 역시 그러한 생각을 계속한 것이다.  

 카자흐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 “동대통령은 또한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비철 금속, 식품 가공, 소비재, 섬유류 분야 등이 유망한 것으로 

보며 중국과 항공 노선 개설 문제를 협의 중이므로 이 항공 노선을 

서울까지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이상옥, 2002:813).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한국계 

카자흐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는 인종 차별이 없고 소수 

민족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상옥, 2002:813-814).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한국의 장관의 주요 목적은 안보와 경제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가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하였다. “이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예방이 끝난 다음에 슈슬레이메노프 외무장관 주최 오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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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 무역 협정 서명이 

있었다.”(이상옥, 2002:814). “7월 2일 오전 9시 반 나는 카자흐스탄 

외무부를 방문하여 슐레이메노프 외무장관과 약 1시간 15분간 회담 

회담하였다.”(이상옥, 2002:810). 외무부 장관은 무역 협정 서명을 

언급하면서 그의 방문 목적을 언급한다. 이 협정은 양국 관계의 새 

페이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장관의 공식 방문으로 양국의 경제관계에 

관한 협력이 정상적으로 수립된다. 또한 양국의 수출과 수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쌓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서명한 이 서명은 양국 간에 첫 중요한 서류이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무역협정이다. 이 문서에 서명함에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이 협정이 체결한 후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경제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2. 투자보장협정과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정책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경제관계, 투자 등을 통해 양국의 사이가 가까워진다.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외교정책을 택하고 추진한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외교는 국제적 여건과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이념과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왔다. 1993년 2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32년 만에 문민 

민주정부로서 출범한 金泳三 (김영삼) 대통령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 아래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를 마련하였다.” (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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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97:271).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보다 다양한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7개 분야의 다양한 외교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안보·통일외교, 

경제·통상외교, 세계화·다변화·다원화 외교, 문화협력외교, 재외동포외교, 

에너지·자원외교, 과학기술협력외교 등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연계하여, 양국의 경제, 외교 및 정치 관계나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경제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임에 틀림없다. 각 정부가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과제와 정책을 실현한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통상외교가“ 추진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실행한 

경제·통상외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 세계 수많은 나라와의 경제관계를 

개선하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통상외교는 통산증진, 투자협력, 과학·기술협력,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공보처a,1997:274). 김영삼 정부의 

경제·통상외교는 외교를 통한 다양한 해외국과의 경제관계증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시기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아주 중요했다.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김영삼의 ’경제·통상외교‘와 ’자원외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CIS 지역에서 낯선 국가와 처음 접촉한 한국기업들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김영삼 정부는 투자와 무역을 겨냥하여 통상외교를 추진한 것이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신외교’의 기조에 따라 활발한 ‘세일즈 

정상외교’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미·일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경제·통상외교의 영역을 한층 확대하여 유럽은 물론이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서아시아 국가 및 중앙아시아 신생공화국들과의 

실질관계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공보처 b,1997:121).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는 여러 지역, 특히 CIS 지역,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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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신외교를 추진한다. 

그야말로 김영삼의 신외교는 바로 이때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최고의 뜻밖의 기회였다.  

 김영삼 정부의 신외교의 초청외교 덕분에 CIS 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은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초청 및 방문외교를 통해 접근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1995년 [15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訪韓(방한)”하였다. (공보처a,1997:575). 카자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고위급 장관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그 방문은 양국 간의 경제관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였다. “1995년 5월 15-1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N.Nazarbayev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서 양국 관계에 관한 기본 문서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관계와 협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이 서명되었다.”(Казахстан 

Сегодня, 2009:219).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양측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공 기관  간을 포함한 국가 구조의 부처 간의 

광범위한 유대를 장려할 것에 동의했다. 양국은 산업, 투자, 무역, 천연 

자원 개발, 과학, 기술, 농업 및 운송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을 개발할 

것이다. 우선 순위 계획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들 간의 긴밀한 접촉을 

촉진한다.”(Чон Бён Сун,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2009.02.17). 

  처음에는 CIS 국가들 간에 무역이나 경제관계가 가동되지 않아, 

앞날이 막막하였으나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은 시장경제가 

발전한, 장기간 자본을 빌릴 수 있는 외국과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발전하기를 계획하였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개혁을 실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혁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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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과 경제 및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를 발전시킬 

원동력과 기회를 추구했다.  

 김영삼 정부는 신생독립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결정하였고, 경제 및 

무역이익을 추구하여,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자 했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구공산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변화하는 세계경제 재편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개혁 및 자원 도입선의 다변화 등을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 자본·기술과 이들 

국가들의 노동·자원에 의한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여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긴밀해져 가고 있다.”(외교부 a,1994:174). 김영삼 정부 시기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한국의 이러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양국도 다변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했다.  

 “민간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1993년 4월 제2차 

한·러 극동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11월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금융인들을 위한 재정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카자흐, 

우즈베키스탄에는 경제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며, 카자흐는 경제개혁 

자문단의 방문을 요청하여 2차례에 걸쳐 동 자문단이 파견된 바 

있다.”(외교부 a,1994:175). 한국정부가 카자흐스탄으로 자문단을 보낸 

것을 보면, 양국 간 경제관계가 깊은 것을 의미하고, 또한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친선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주요 수입품목은 알미늄 등 원자재이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제품, 섬유류 등이다. 또한 한국의 대러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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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며, 무역업 위주였던 투자분야도 요식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지역 또한 모스크바 중심에서 블라디보스톡 등의 극동지역 및 

우즈벡, 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넓혀지고 있다.”(외교부 

a,1994:175). 그러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 조정에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무역, 

경제관계가 촉진되었고, 비록 최고의 속도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양자 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경제·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 증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 (인도, 핀란드, 라오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필리핀, 

카자흐스탄), 이중관세방지협약 (영국, 벨기에), 경제과학기술협정 (칠레, 

라오스), 항공협정 (브라질, 홍콩, 영국,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의 인적 왕래 및 물질 교류가 활발한 국가 

(필리핀, 파리과이)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통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국제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사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외교부 b,1997:239). 

김영삼 정부는 1996년에 43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40번째 국가로 등장한다<표-1 참고>. 이 자료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투자보장협정을 공식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의 첫 발전 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법적으로 체결된 순간, 이것은 경제관계의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 이를 양국 정부가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서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직접 타결한 두 번째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갖춘 공식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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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996 년도 체결조약 (1996.1.1.-1-12.31, 발효기준) (외교부 

b,1997:358-360).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36 

37 

38 

39 

40 

41 

42 

43 

한·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  

한·몽골 EDFC 차관협정 

한·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

서  

한·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  

한·카자흐스탄 투자보장협정  

한·파라과이 범죄인인도조약  

한·영 이중과세방지 신협약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략 개정 및 의정서 삭제 

보조협약  

93.5.25 

96.12.6 

96.12.19. 

96.12.25 

96.3.20 

96.7.9 

96.10.25 

94.4.20 

96.11.30 

96.12.19 

96.12.19 

96.12.24 

96.12.26 

96.12.29 

96.12.29 

96.12.31 

 

게다가 투자보장협정은 많은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되었다. 마침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발전한다. 투자보장협정이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원인이며, 여전히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되는 

중이다. 

세계 경제관계 분야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의 추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원 덕분이다. 사실 당장 기술과 자원이 있어야 국가 

간의 튼튼한 협력이 긴밀해지기 마련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수출을 

위해 협력하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자원을 수입하고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세계화, 기술화, 정보화 

및 근대화 시대에는 자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깊이 인식한 김영삼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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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자원외교를 소련 붕괴, 탈냉전 이후에 최초로 추진한 

정부이다. 노태우를 제외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의 에너지·자원 외교의 성과 열매를 거둔 정부들이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는 전 정부들이 추진한 ‘에너지·자원외교‘가 이명박 정부만의 

자원외교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경제관계를 진단하는 

데 틀린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김영삼의 자원외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에너지·자원외교를 탈냉전 이후 한국 정부 중 

최초로 추진한다. 자원외교는 김대중 정부 시기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노무현 시기에 회복된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연구들은 전부를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인식할 만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를 널리 연구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 전문가는 전직 대통령 김영삼의 

에너지·자원외교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의 자원외교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의 에너지·자원 외교” 정책 및 현명한 외교업적을 

재평가하고, 그 정부의 업무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다시 

말해, 자원 외교는 김영삼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자원외교는 중앙아시아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김영삼 정부는 이 정책을 CIS 12개국, 현재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무역증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한국의 자원외교 추진은 그 당시 세계에서 나타난 에너지, 자원, 

석유 등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그 당시 모든 국가는 경제 성장, 

에너지 의존도의 독립성, 에너지 안보, 자원 확보를 계획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국익 극대화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간 자원협력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공보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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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355). 산업과 생산이 고도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필요성 및 확보가 불가피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에너지·자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1993년도에는 러시아·팔리핀·호주 등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러시아와 베트남과는 가스전 및 유전개발 사업참여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공보처 a,1997:355) 이렇게 김영삼 정부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창설하고, 모든 나라와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특히 CIS 

중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협력하려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문민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배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옛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관계 

측면에서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CIS 국가들은 소련 해체 이후에 

자본 부족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산업, 공업, 공장 등 

경제적 총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이 시기 한국의 에너지 자원 정책은 

이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자원정책으로 연결이 가능하면 국가 간의 

새로운 신뢰와 협력이 구축되며, 새로운 경제적인 상호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IS 지역 국가들의 정부들에게는 석유 및 가스 사업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투자 계획이 많았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CIS 지역의 시급한 사업인 

석유 및 가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반면에 수입할 자원, 에너지 등을 탐구해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측에 

경제협력을 제안해 적극 활동했다.  

 “향후 국내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석유·가스등 1차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국과의 장기 도입물량을 상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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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우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니, 호주 등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외교부 a,1994:183). 한국 정부는 CIS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 

보유국과 협력했다. 이들에게 개발을 제안하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을 진출시켰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자원 구리 분야에 한국 

기업이 들어오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의 카작므스 (Kazakhmis) 라는 유명한 

구리 회사는 한국의 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작무스는 1991년 

카자흐스탄이 독립할 때만 해도 적자투성이의 전형적인 옛 소련 국영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5년 이 회사의 경영을 

삼성물산에 위탁했고, 삼성은 대규모 투자와 수직 계열화로 카작무스 

초대형 일관 구리 생산 업체로 만들었다.”(동아닷컴,2007.01.01).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데, 이는 CIS 독립국들에서 존재하였던 현상과 현실이었다. 

현재 모습이 달라진 CIS 국가들의 배경에는 김영삼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컸다.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 기업들이 CIS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고, 삼성 등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한국 기업들이 CIS 국가들의 산업시설, 공장 

시설뿐만 아니라 공영제도와 운영성격을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생산력을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은 그의 특성뿐만 아니라 안목과 능력을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은 CIS 국가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추진된 현명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간의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의 정상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양국 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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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과 발전을 추진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이후에 

중앙아시아에 관련한 ‘통상외교’, ‘자원외교’ 등 정책을 추진하여, 양국 간의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며 한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증가, 투자유입 

및 국가 간 경제협력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3. 이중관세협정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하고, 2003년 2월 24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었고 IMF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적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IMF 외환위기 극복이었다.“(대영문화사 a,2014:13).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 경제는커녕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유럽 

등 여러 세계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에서는 협력이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두 차례 고위급 인사의 방문만 

나타났다. 이 방문들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와의 관계가 소극적이었던 것을 입증한다. 카자흐스탄은 노태우 시기 

접근한 방법으로 다시 국회를 통해 김대중 정부에 접근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이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인지 양국의 정부 지도자들 

간의 공식방문 및 국빈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경제 관계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향후 살펴보겠지만, 정부 간 관계는 유지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 중요한 협약은 다음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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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인 1999년에 체결할 수 있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체결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그 무렵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가 모두 협력 강화를 하여 관세동맹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CIS 협정 강화 움직임은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Yeltsin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화되었다. 4월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간에 

국가 공동체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3월에는 키르기즈가 

1995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에 

합류하였다.”(외교부 b,1997:86).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이중관세에 

관한 협정을 뒤늦게 타결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 정치는 급변하고 있었다. “2000년 한 해 동안 

CIS 소속 국가들은 전환기 정치·경제 체제하에서의 혼란과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소속 국가들간의 관세동맹 활성화와 같은 경제 협력과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대처와 같은 안보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공통 이해에 

입각한 양자 및 다자간 통합을 과거에 비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 d, 2000:102). 경제관계발전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그 

당시 여러 국가들과 이중관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중에 한국도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중관세방지협력을 김대중 시기에 

체결했으며, 양국이 경제협력에 기여했다. 이 서류는 경제관계발전, 

수출육성과 촉진에 관한 중요한 서류였다. 특히 무역 증가를 위해 중요한 

서류였다. 이중관세방지협략의 체결은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하다.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미국 활동하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은 러시아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 목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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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러시아의 대CIS 정책은 전통적인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노력과 국가별 실질협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외교부 g, 2004:117-118). “또한 경제분야 협력강화를 위하여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즈스탄 4개국이 1996년 3월 창설한 

관세동맹은 2001년 5월 타지키스탄의 가입과 함께 유리시아경제공동체 

(Eurasia Economic Community: EAEC)로 출범하여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은 경제통합조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 7월 동 조약에 타지키스탄이 

가입하여 4개국 중앙아시아 공동체를 출범시킨 후 2002년 2월에는 이를 

다시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CACO로 격상시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정책 조율, 아랄해 

수자원공동 관리 및 에너지 협력강화, 국제테러·마약밀매,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g, 

2004:119).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큰 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상원의장이 외교 활동에 나섰다. 

김대중은 2001년 8월 21일에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을 만났다.“오랄바이 

압디카리모프 (Oralbay Abdykarimov)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하여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 결합하면 양국 간 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고, 제2의 중동으로 평가되는 동 카샤간 유전 개발 등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압디카리모프 상원의장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2011:1553). 이러한 제안과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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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국가 관계는 소극적이었다.   

 상원의장 방문 이후 한국 측의 반응이 없었는지 카자흐스탄 측은 

관계추진을 다시 시도한다. 카자흐스탄 상원의장 이후 1년이 지나자마자 

카자흐스탄의 외무부 장관이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 2002년 10월 

21일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국무장관 겸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외교·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등 

실질협력도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한층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2011:1673). 양국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가 지도자 간의 방문이 중요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신에 선진국 미국과 유럽을 선호하였고, 러시아 및 몽골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회복,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요인과 원인에 따라 선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제안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 현황은 다행히 나쁘지 않았다. 한국 외무부 

백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과 

1992년 1월 수교이래 정치·무역·투자·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 1998년에는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에 대한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1995년 5월 Nazarbayev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에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CIS 지역내 두 번째로 많은 한인 동포들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려일보 발간, 조선극장 운영, 한인동포 강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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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1960년대 이래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여 

한·카자흐스탄 관계발전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외교부 

c,1999:288). 1998년, 즉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투자는 1위로 등장하였다. 

이는 한국투자 현황은 카자흐스탄에서 양국 지도자의 방문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좋았다는 뜻이다. 다음에는 1999년 경우를 볼 필요가 

있다. “1995년 가을에는 Nazarbayev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바 있으며, 1999년 현재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의 

제2의 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외교부 c, 1999:323). 1999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의 현황은 IMF, 또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요소로 

인해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양국 정치, 경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측은 2001년도 상원의장, 2002년에는 외무부 

장관을 특별히 보낸 것이다. 이러한 한국투자의 하락현황과 국가 간의 관계 

편수가 양국의 수출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향후 경제부분에서 살펴본다. 

   한국 정부는 CIS 지역 국가들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CIS 국가들은 비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석유, 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 막대한 경제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약 36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 안목에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외교부 f, 2002:325). 하지만 한국과 CIS 주요국가인 카자흐스탄 

등과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몇 가지 있었다. “CIS 소속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들과는 

우리 기업의 적극 진출에 힘입어 실질경제협력 중심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 

따라 방직산업, 자동차, 자원개발 등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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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과는 지리적 거리와 경제적 상호협력 관계의 부족 

등으로 관계 발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 e, 2001:338).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리적인 거리와 경제 상호협력이 없으므로 

관계발전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는 IMF 

금융위기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시기의 경제관계는 소극적이었고, 양국 간의 

방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가 유지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기 양국의 외교 및 경제협력이 심화되었다.  

4. ‘협력다원화  
 

 노무현 정부는 다른 성격의 정부였다. 카자흐스탄의 정치, 외교, 

경제 등 관계도 이 정부와 특이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게 

경제는 정책의 우선 과제였다. 특히 무역 및 수출, 수입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정부였다. “노무현 후보의 공약 중에 경제 성장률 

7% 달성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2003년 한국경제의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 실적도 이전 정부에 비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대영문화사 b,2014:13). 이 정부는 ‘동북아’, ‘자원외교’, 

‘문화외교‘, ’경제외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5년 동안 노력한 노무현의 정부 동안 외교정책 및 

카자흐스탄과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모든 정책은 전 정부와 다른 점이 많았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과 균형 관계를 추진하여, CIS 국가들과 관계를 활성화시킨 대통령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김대중 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카자흐스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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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킨 대통령이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의 

정부를 “개선한 정부”, “활성화시킨 정부”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출발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는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자원외교는 김영삼부터 시작된 외교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그 정책을 

이어서 추진하였다. 김대중이 추진하지 않았던 외교를 다시 추진하여 

양국의 소극적인 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자원 외교뿐만 아니라 에너지 외교를 같이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이 외교를 추진하여 많은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는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53회의 해외 

정상외교를 펼치면서(우리 정상으로서 최초로 방문한 나라 13개국)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자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부국 또는 우리 기업의 

통상진출에 필수적인 국가들로 실제로는 경제적 지평확대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창호,2008:169). 노무현 정부가 자원 및 

에너지 외교를 계속 추진한 취지는 명확하다.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 

외교를 추진한 이유를 자원과 에너지 부족 및 소비가 증가했다는 배경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경제 및 정치에서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상외교는 기존의 외연을 확대하여 동북아와 기존 

우호협력 관계 국가 및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 대상지역을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정상외교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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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의 개척 기존 시장의 안정적 확보 등 국익 증진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을 협의에 포함하는 등 실리 면에서 더욱 내실화되고 

있다.”(외교통상부 i,2006:73). 

사실은 노무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세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정부가 2005년에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이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목표로 삼은 주요 

대책이었다.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 대책은 한국이 대중앙아 정책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로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외교 거점 마련; 둘째 

에너지·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 셋째 2015년 교역액 100억불, 연간 건설 

수주 5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시장 개척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재남,2009:3). 따라서 카자흐스타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카자흐스탄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마련한 첫 대책이다. 두 번째는 ‘한·중앙아 포럼’이다. 세 번째는 

자원협력위원회이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 관계가 개선되고 

활발히 발전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기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들 중 

최초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 2004년 9월 

19~20일간 중앙아시아의 세계적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Nazarbaye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외교통상부 h, 2005:72).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을 통해 외교, 

경제, 문화, 고려인 동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기업을 

강화하였다.“(외교통상부 h, 2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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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상호협조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양국의 협력에 관한 기대수준이 충족되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9월 19-20일 

중앙아시아의 자원 보국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기짐으로써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카스피해 잠빌 광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해 1개국 1광구 원칙을 깨고 2개 광구를 1개 광구로 병합하여 서명한 

것은 우리나라 정상 자원외교의 큰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김창호,2008:170). 노무현의 자원외교는 바로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노무현 임기 내내 한국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인 협력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 간에 마함벳 지역의 유망 우전인 ‘잠빌’ 광구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서 카자흐스탄 석유개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공사 간에 

‘브데노브스코예’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최초의 

해외 우라늄개발 참여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석유화학, 

조선 등 플랜트건설 진출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김창호,2008:170). 카스피해,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의 방향과 

투자의 비중을 늘리려는 관심이 보였다. “양측은 협상에서 상호 무역 

회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경향이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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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한국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협상 

이후 기자 회견에서 노무현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국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투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도로 건설과 정보 기술을 언급했다.”(Г.Н.Ким. Казахстан- Южная 

Корея Книга1, 2012:78).  

 노무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와 본격화된 에너지·자원 

확보 정상외교는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또한 그동안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주로 국한됐던 도입선을 다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석유의 경우 

러시아·카자흐스탄 우전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입선을 개척하였고, 국내 

수요의 65%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은 인도·브라질을 개척함으로써 

물량확보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김창호,2008:176).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석유, 가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도 흔쾌히 노력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국의 자본,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 및 인적자원을 결합하는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Nazarbayev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우라늄 등 광물 자원 개발, 석유화학, 조선 등 플랜트 건설 

등에 대한 진출을 자원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과 에너지·광물자원 협력약정이 서명됨으로써 양국간 실질 협력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다.”(외교통상부 h, 2005:72-73). 특히 노무현 정부는 

에너지, 자원 및 석유 분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카자흐스탄과 

상호협력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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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외교적인 성공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전 정부가 달성하지 못하였던 협력을 추진하였고, 

여러 분야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원외교를 

앞세우고 협력을 지속하게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의 확인매장량이 

세계 8위나 석유생산량은 세계 18로서 앞으로 석유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개최된 제1차 한·카자하스탄 

자원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지역 석유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9월 정상방문시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 

국영석유사간에 마함벳 지역의 유망 유전인 ‘잠빌’광구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 석유개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공사간 ‘브데노브스코예’ 

우라늄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최초 해외 우라늄개발 

참여라는 성과를 겨냥하였다.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외교통상부 

h,2005:155). 

 노무현 정부는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양국 간의 자원협력위원회를 세웠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구에 서구 석유메이저들이 집중 투자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카자흐스탄 잠빌 

(Zhambyl) 광구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한국석유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유전 및 

가스전은 총 7곳이며, 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모두 

탐사 및 조사 단계에 있다. 같은 시기에 양국은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석유·가스를 포함한 광물자원 공동조사 MOU를 체결하여 광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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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조영관 등, 2010:47-48). 

 특히 노무현 시기에는 양국 간의 자원협력위원회가 몇 차례 

진행되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와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슈콜닉)는 05.04.22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양국 

대표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카자흐스탄 자원위원회를 

개척하고,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님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한석유협회,2015.05.11). 

 노무현은 한 방문으로 모든 분야를 발전시켰고, 한 방문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를 활성화시켰다. 이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의 정부의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국익에 부합하였다.  

 한국 정부는 CIS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 

고위급방문을 활용하였다. 한국 김영삼 정부 때는 초청·방문외교를 

활용했으며,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고위급 방문을 실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초청·방문외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1995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한국 방한) 초청하였고, 고위급 방문으로 장관들을 초청하였다.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없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대외정책 

추진간의 균형, 시간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모든 국제 문제를 

정상외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고위급 

방문외교이다.”(외교통상부 h,2005:96). 이러한 방문외교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켰다.  

 노무현 정부 집권 동안에 제시된 이 방문외교는 활력이 있는 

방법이었고, 혁신적인 걸음이었다. “고위급 방문외교의 다변화, 정례화는 

국가간 정책협력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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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외교는 정무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증진 

분야에서 책임있는 당국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정상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다.”(외교통상부 h,2005:96). 

방문외교를 도입하여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하면서 모든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한 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각각 7개국, 10개국, 40개국을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외교통상부 j, 2007:96). 보다시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고위급 장관들이 협력하고 있는 국가에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것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적극 도입하고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여러 

협력, 협상, 회담, 만남, 의견교환 등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에 중앙아시아는 큰 과제이다. 한국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늘 매력적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비중이 큰 국가이다. 

한국의 모든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한 플랫폼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다. 이 협력 포럼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에 대한 

의견이 탄생했고,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포럼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노무현 정부 재임 동안 한·중앙아 포럼이 처음 탄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200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중앙아 5개국 고위급 대표단 (수석대표: 각국 외교차관)을 초청, 

제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외교통사부 k, 2008:67).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중앙아 본 포럼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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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이다. 이 

포럼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다. “금번 포럼에는 양측의 정부, 민간기업, 

학계, 문화계 인사 160여 명이 대거 참가하여 중앙아 국가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정보통신 (IT), 건설 등 양측 간 

협력 전망이 유망한 산업 분야의 현황 및 전망, 한국과 중앙아간 대중문화, 

교육, 관광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포럼의 

결과물로 「의장요약(Chairman's Summary)」이 채택되었다.”(외교통상부 k, 

2008:67). 아울러 본 포럼에서 실효성도 상당히 증가했다. 여러 수준에서 

협력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치도 중요하였고, 경제도 중요하였다. 

노무현은 협력의 모든 분야를 추진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높은 수준에 

올리고, 활성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비해 노무현 시기에는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협력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용이하게 접근하였고, 카자흐 정부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충실히 기여하였다.  

 

5.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이명박 정부는 2018년 2월 25일부터 출범하여 2013년 2월 

24일까지 카자흐스탄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다양했다. 예를 

들면 ’신아시아외교‘, ’글로벌외교, ’경제·통상외교‘, ’에너지협력외교‘, ’자원외

교‘, “저탄소녹색서장지원 외교”, 유럽지역외교’, ‘중남미지역외교’, ‘아프리카 

중동 지역외교’, ‘지역 간 외교’, ‘재외동포외교’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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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방문 계기에 「신아시아 외교」를 

발표하였다.” (외교통사부 l, 2010:58).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에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발표하고, 5월 중앙아 방문과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아시아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여 신아시아 외교를 본격화하였다.”(외교통상부 l, 2010:20). 

이명박의 이 ‘신아시아 외교’는 핵심적인 외교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신아시아 외교’는 중앙아시아와 ‘자원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 

‘바로미터’가 되었다. 핵심적인 ‘신아시아 외교’는 ‘자원외교 추진’을 

자극하였다. 이 중에서 에너지 및 자원외교, 통상외교 등이 김영삼부터 

추진된 외교들이다. 이명박의 에너지자원외교는 김영삼 정부 시기 한 번 

추진된 외교정책들이며, 이에 대해 앞서 주장한 바 있다. 탈냉전 이후에 

김영삼은 외교정책을 최초로 추진한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은 두 번째로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다음은 이명박은 에너지자원외교를 세 번째 추진한 

대통령이다. 정책출처는 박정희 정부 시기였지만 소련 붕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모든 정부 시기 동안 본 정책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연계성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카자흐스탄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언급했는데, 이는 양국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의미하다.”(Медеубаева Ж.М.2012:288)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진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리더이다. 외교,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세계 

정치에서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영향력이 크며, 

세계 정치인들한테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세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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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및 비핵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고,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이다. 셋째, 수출에 관한 의도가 있다. 한국과 경제 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국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대륙 인프라와 기반이 되어 있다. 넷째, 

에너지 및 자원 측면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카자흐스탄과 

협력하면 양국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다섯째, 경제 측면에서 카자흐 

정부는 경제협력을 하는 데 개방적이다. 공동의 경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섯째,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카자흐 땅의 관계가 지속해 왔다. 일곱 번째, 그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려고 하였다. 이명박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형성에는 목적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이 

결정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카자흐스탄을 3번 방문하였다. 이명박의 

중앙아시아 방문은 2009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신아시아 외교’를 선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현에 옮겼다. “카자흐-한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는 

2009년 5월 12-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스타나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Г.Н.Ким,Казахстан-Южная Корея Книга1, 2012:91). 이 

방문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경제전망을 파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12-14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여, 

정상 간 단독만찬 및 사우나 회동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신성장 포럼,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외교통상부 l, 2010:65). 이 방문은 

자원외교를 추진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자원외교 추진에 몰두한 이명박은 

매력적인 중앙아시아 중의 카자흐스탄과의 경제관계를 적극 추진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순방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이루며 중앙아시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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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순천,2010:93).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석유·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26건의 에너지·자원분야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우선 우즈베키스탄과는 서페르가나 및 

치나바드 지역을 포함한 5개의 신규 광구에 대한 추가 탐사사업 진행 등 

16건의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카자흐스탄과는 <양국간 

실질적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 및 발하휘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협약서,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 사업 등 10 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같은 협력 방안 모두 한국의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사업들이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다.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우정이 바탕이 돼 이뤄 낸 소중한 성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치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통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이순천,2010:93-94). 이명박과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임기 동안 

양국 간에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 또한 모든 사업들은 양국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었다.  

 주목할 것은 한·카 정부는 예전 정부들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간 관계를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협력의 

길과 폭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수교 17년 만에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며, 에너지·자원, IT, 인프라, 산업다변화 등 

제반분야에서 쌍방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l, 2010:65). 

그때 이명박 정부는 중앙아시아 두 나라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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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관계수립의 원인은 풍부한 에너지 및 자원이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잠빌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전략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외에도 신규 유가스전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또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변화 및 경제발전정책 수립과 관련,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l, 2010:65). 카자흐 정부도 

이명박의 사업경험과 인맥, 사고를 고려하여 한국기업들이 한국 대통령 

뒤를 따라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기술 공유 등도 기대했다.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 시 삼성, 한전 등 한국 컨소시움이 

발하쉬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47억 

달러로 사업규모가 크고, 프로젝트 자체가 카자흐 추진하는 전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러하다.”(윤영호,양용호,김상욱,2010:294). 양국은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투자할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주로 고위급 회담이나 ‘사우나 외교’와 같은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력 있는 

자원외교 전개방식을 채택했다. 그동안 한국-카자흐스탄, 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간 총리,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급 

관료의  방문이 성사되었고 정상 간의 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아시아 에너지 부국들과의 실무진 선에서의 긴밀한 자원협력 방안을 

구상코자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정례화했다. 또한 한국이 석유화학 

제조업이 강한 중견국이자 ‘한국의 기적’을 이룬 모델국가라는 이미지도 

자원외교에 십분 활용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78-79).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미지로 조성되었으며, 이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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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 

이미지를 잘 활용한 정부라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자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중동 지역 이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풍성한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할 기회를 준비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라인을 통해 새로운 외교를 펼쳤다. 투자와 기술에 목이 마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명박의 새 자원외교를 환영하여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이 자원외교를 타이밍에 맞게 이용하도록 움직였다.  

 “2008년 5월 한승수 국무총리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3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패키지 

에너지·자원외교’를 통해 석유 및 가스를 합쳐 8건 합의, 4억 배럴 규모의 

석유 광구 탐사권, 1,500만 톤 규모의 가스전 탐사광구 확보, 2개의 

유망광구 독점 조사권, 연간 소요량의 20%에 달하는 5.740 톤의 우라늄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전재성,김병로,박정란,최진욱,김한성,2010:51). 

양국의 정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각 정책의 

목표가 있듯이 이 자원 외교의 핵심 목표도 명확했다.  

 역동적인 협력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진행되었다. 

카자흐 정부는 단김에 이명박 정부와 에너지 및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21-23일간 국빈 방한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4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외교통상부 m, 2011:076).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의도와 의지를 보여준 카자흐 쪽의 이명박 방문에 대한 

해답이었다. 또한 양국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양국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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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컸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상간 수시회동을 비롯한 각계 고위인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해’, 2012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m, 2011:076). 이명박 정부는 다음 정부를 

위한 양국의 관계를 우호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제관계를 역동적인 

상태에서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원외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더욱 깊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자원외교의 타이밍이 적절했다. 타이밍이 적절한 사업이 

성공하듯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의 예전 정부들의 정책) 자원외교의 

타이밍이 적절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 중에 발하쉬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성공적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간 

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부였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분야와 기회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강조하였다.  

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협력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유라시아라는 대륙과 경제협력이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된 이후부터 

유라시아에 접근한 방식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랐다. 임기 동안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외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와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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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한 이니셔티브였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제시한 국가대전략이자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 나가자는 협력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고자 한다.” (외교통상부 o, 2015:91). 

보다시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치, 문화 및 경제 모든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는 이니셔티브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안보, 평화를 뜻하면서, 문화적 

측면에서 역사뿌리, 문화, 언어, 사상, 종교 등을 포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 협력, 무역 등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방향은 

확실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대유라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행 전략은 우선 부산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SRX-의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교통물류망뿐만이 아닌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를 

포괄하는 유라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한국교통연구원,2014:11).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수단, 길을 통해 

협력할 것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꾸준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기본 골자 중 하나인 ’하나의 대륙‘은 교통, 

에너지, 통상교역의 통합과 단일화를 추구한다. 교통의 통합은 오랫동안 

회자된 바 있는 TKR (Trans Korean Railway)-TSR (Trans Siberian 

Railway), TKR-TCR(Trans China Railway) 연계를 시작으로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철도, 도로로 이어지는 복합운송체계 (Integrated 

Transport System) 구축을 의미한다. 즉,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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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 아닌 해운, 항공까지 고려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종원,안병민,이옥남,2014:15). 이 

협력의 목적은 세계의 반을 연결하는 것이었고, 이 안에 한반도 전체가 

들어가야 했다. 요컨대 제한적인 이니셔티브가 아니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대륙과 협력할 의지를 드러냈고, 그 시점에서 국제경제협력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 방향이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난 이 제안에서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협력의 목적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에너지·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교통·물류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해서 유라시아 이니셔비트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2015:273).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자원 외교, 경제통상외교, 문화외교 모든 것이 이 이니셔티브 

안에 들어갔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 맞게 추진되길 

의도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 협력을 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기여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2015:273). 한국의 고전 ‘에너지 자원 

외교’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추진되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원에 관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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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목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와 협력했을 

때도 그 자원 확보 등 목표를 겨냥하였다. 익서은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과 자원이었으며,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안보를 의미하였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경제, 

정칙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고 보완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전에 

벌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3국 관세동맹을 출범 및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정상회담에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상이 참석 및 EEU 창설 

논의하고 2014년 3개국 정상이 EEU 창설 협정에 서명, 2015년 1월에 

출범하였다.”(서종원,한은영,김용진,박민철 외,2016:74). 한반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타이밍이 적절하였다. 

사실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4년에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제안한 적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 연합의 주인공은 

나자르바예프였고, 이를 2015년에야 실현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4년 3월 29일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 Nazarbayev는 모스크바 

주립 대학교 M. Lomonosov에서 처음으로 EAEU를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같은 해 6월, 세부적인 내용과 통합 프로젝트가 모든 CIS 

국가들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언론에 공개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협력을 

특히 강조한다. 경제관계가 발전하면, 협력이 활발해지고 국가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 따라서 유라시아 정치, 경제적 강화를 인식하여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였다. CIS 지역에서 

추진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분야는 생각보다 넓었다. “EAEU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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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목표를 관세제도 통합, 관세철폐, 자본 및 노동력 이동보장, 

공동경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EU와 같이 정책 및 

화폐통합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EEU간 무역확대를 위한 

육상교통운송로의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종원,한은영,김용진,박민철 외,2016:74). 이것은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이었다.  

유라시아 대륙과 무역을 확대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인구 

1억8,200만인, 면적 2.000㎢ (세계 면적의 4%), GDP 2014년 기준 2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경제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핵심 

지역이다.”(서종원,한은영,김용진,박민철 외,2016:75). 유라시아는 대규모의 

시장이다. 경제적인 이익이 될 협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한국의 정부마다 활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인식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를 

유라시아의 한 부분으로 구상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박근혜 정부의 활동을 보여줬다. 두 연합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이 정책들은 양국의 

경제관계 및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출범하자마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일찍부터 시작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박근혜정부는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러시아에서 진행되었던 ‘G20 

정상회담’부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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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6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외교부 n, 2014:103-104). 그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박근혜의 카자흐스탄방문을 초청하였다. “Nursultan 

Nazarbayev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카자흐스탄 방문을 

초대했다.”(www.akorda.kz.2013.09.06.) 박근혜는 이때부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에 집중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라시아와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첫 정상외교를 시작, 신정부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협력 확대’ 

추진에 있어 ‘상생과 협력의 대중아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외교부 

n, 2014:103-104). 이 만남에서 협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양국관계 발전방향 및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외교부 n, 2014:103-104). 

특히 이명박 이전에 합의하였던 여러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박근혜 정부와의 새로운 합의를 진행하였다.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및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 등 대규모 경험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광물자원 개발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경협사무국을 설립하여 경협을 촉진하기로 

하였다.”(외교부 n, 2014:103-104).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은 2014년에 진행되었다. 

“2014년 6월 16~21일 박근혜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외교부 r, 2015:480) 

이루어졌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이 또 한번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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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라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노력들을 모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다.”(외교부 p, 2017:404-405). 

 박근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시작되었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졌다.“정부는 카자흐스탄과는 2016년 11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공동선언」을 통해 

‘누를리졸’ (복합물류네트워크 확충을 포함한 신경제 정책)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부 p, 2017:144).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정책과 박근혜 정책은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FTA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정부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 

8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 FTA 본협상 개시를 위한 정부 간 사전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중 본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 중이다.”(외교부 p, 2017:145). 이 협상의 

결과는 미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서로의 특성을 검토하고, 협력의 기반을 심화하기 위해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양국 간의 

협력이 긴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상호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추진하고, 이것은 양국의 경제 관계 발전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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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했다. 여하간 김대중 정부처럼 협력이 소극적이지 않았고, 매년 

양국의 협력이 유지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나 모든 협력이 약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 안보, 문화, 보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협력은 자명하였다. 그 시점에서 국제정치에서의 

두드러진 요소들이나 사건들은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은 경제 관계와 협력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7. 신북방청책 
 모든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가능한 

대외정책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한다. 문재인 현 정부도 

카자흐스탄과 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2017년 5월 9일에 진행된 선거 결과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과 협력하는 정책이다. “신북방정책‘에 

연계되는 개발 및 협력 공간은 신남방정책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사업 범위와 목적 등이 

유사하고, 한국 역대 정권의 북방정책 또한 각기 명칭이 다르지만, 

유라시아 진출하겠다는 기본 목표에는 큰 차별이 없다고 볼 수 

있다.”(송민근, 2003:3).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목적도 유라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라시아와 연결하고자 했던 노태우의 길로 가고 

있으며, ’신북방정책‘을 채택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협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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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바람‘ 경제 협력 협정을 채택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신바람" 

경제 협력 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대 채택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경제 협력의 

신선한 바람 협정의 서명을 환영했으며, 이는 인프라 건설, 농업, 건강 관리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반영한다. 양측은 정부 간위원회의 틀에서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www.forbes.kz,2016.04.22).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나지·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2014년 창설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정책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이해정,2018:12).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확대되고 무역의 증대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들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책하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수도 적지 않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신북방정책’에 포함되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에서 

중·서부권으로 구분된 지역은 서부군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및 몽골, 중부 권역의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다. 북방경계권의 대부분 국가가 중·서부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격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지원,2018:22). 위에 언급한 국가들이 모두 한국과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에 모두 같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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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들은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이 강해서 ’신북방정책‘ 가입되었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부권역에서 신북방정책의 우선적인 협력대상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앙아시아 3개국이다. 시장경제 도입 

이후 이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주로 원유·가스·광물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 의존을 

탈피하고자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다.“(박지원,2018:22). 문재인 정부는 이 국가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으므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이 국가들과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협력의 구조는 ’신북방정책‘ 틀에서 진행될 것이지만, 

특히 카자흐스탄과 협력하는데 ’신바람‘ 경제 협력 협정을 채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력’을 원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할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의 시각에서 중국은 인접한 강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협력대상국이 아니다. 러시아는 수입대체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통해 향후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특히 경제협력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기술과 자본은 중앙아시아의 산업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산업 정책 목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신북방 중부권 진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박지원,2018:23-

24). 한국의 경제적인 이미지 및 기술·개발 이미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북방정책’이나 ‘신바람’ 협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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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1~23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카자흐 방문 동안에 

이번에는 ‘신바람’ 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되었다. 이 합의 하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할 것이다. 특히 우주 분야, 

디지털 분야 및 보건 분야의 협력이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양국의 새로운 협력, 즉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주산업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양국 관계의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부 간 협약의 서명에서 양자 관계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에 유익한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시행되었으며 

일부는 미래에 이어질 것이다.”(www.abai.kz.2014.01.28). 문재인 정부 

노력의 결과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1992 년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 관계가 확립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꾸준히 

발전해 왔다. 양국 지도자들은 항상 서로 협력하여 광범위한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친밀감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훌륭한 증거이다. 이 협력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www.abai.kz.2014.01.28).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정부도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전 정부들처럼(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순방외교를 

택하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19일까지 나자르바예프 정부와 협력하였고, 2019년 6월 9일에 새로 출범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성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정부와 협력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문재인은 카자흐스탄과 협력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된 한국의 정부이다. 29년 이후에 문재인과 토카예프 

정부들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역사의 새 페이지를 열고 양국의 

관계를 발전하게 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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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카자흐스탄 무역 및 투자 추이 
 

1. 무역 추이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에서는 무역이 중요한 부분이다. 

양국의 무역의 증가 및 하락은 양국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의 관계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무역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무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경제 협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은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양자위원회가 수행하였다 (이미 세 번의 

회의가 열렸다).”(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13.) 이 

정부간 협력위원회가 몇 번 진행되었다. “2000년 8월, 1992년 7월 3일 

무역에 관한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제1차 정부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г.:38.) 

예를 들면, 2007년에 “제3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과 볼타트 

아크출라코프 (Bolat Akchulakov)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5.4(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다.”(www.mofa.go.kr,2007.05.03).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체결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은 문화, 과학 및 

기술 협력, 교육 분야, 정보 및 통신 분야의 협력, 에너지 및 광물 분야 

등의 계약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문서이다.”(«Казахстан Сегодня” 

Алматы 20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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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은 지리적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지에 있다. 이는 한국 같은 무역 주요국에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고, 무역 

측면에서 볼 때도 양국의 경제관계에는 잠재력이 높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무역의 강대국이 아니지만, 미래에는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은 이를 경시할 수 없다. “이 지역의 

5개국은 점차 터키, 이란, 대한민국 및 기타 아시아 파트너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Исследование Института Азиат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2015:xv).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및 전체 유라시아 

시장의 규모와 매력, 상호보완적인 이익을 생각하여 무역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 협력, 무역 증가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운송과 카자흐스탄의 지리적인 위치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 관계의 경우, 오늘날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 간 역동적이며, 유익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억제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및 경제 협력 과정을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운송이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지리학적 

잠재력을 활용하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해양 수송 동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유익한 협력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물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운송 비용은 경제 협력의 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방해한다.”(Г.Н.Ким,2012:156). 그러나 최근에도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양국은 여러 철도 등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전 정부 김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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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실크로드’, 박근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의 ‘신북방정책’ 

모두 이 무역 증가를 목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양국과 주변국들은 

모두 무역 장매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노력의 결과에 

따라  무역 증가 및 감소가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시대에 양국 간 무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중·일 3개국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대외경제연구원,2010:73).  

 이미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무역의 

전망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물가가 낮기 때문에 거래할 때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자원이 유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부문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무역을 전략적으로 

증대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무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시기별로 양국의 무역의 상황이 다르지만,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뚜렷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림-1>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스탄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는 직접 정 (검색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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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에 체결된 첫 문서는 무역에 관한 중요한 문서였다. 노태우 

시기에 무역문서가 체결되었다. 노태우 시기부터 양국의 정부는 무역을 

증대시킬 방안과 방법을 구상하였다. 그 문서가 양국의 무역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앞서 양국 정책을 분석했을 때 언급한 

적이 있다. 노태우 시기 무역 관계를 보면 양국의 초기단계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무역은 소규모로 시작하였다. <그림-1>에서 나왔듯이 

그 시기에는 1991년과 1992년에는 양국 간의 무역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2십억, 수입은 9십억, 교역은 1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양국 간의 무역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은 정부들이다. 이 두 정부 덕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국의 무역은 

외교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진행되었지만,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생겼다. 이도 양국 경제관계의 특징이며,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진행된 

것은 양국이 정상적으로 무역을 하기를 원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 시기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무역에는 5년 동안 

증가세와 하락세가 모두 보였다(그림-2 참고). 예를 들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무역이 증가하였다가 외환위기가 시작한 1997년도에는 무역의 

하락세가 보인다. “1992년부터 무역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으로 양국간 교역량이 1999년까지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자원재 가격 상승,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회복 등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이재영,2006-

2007:156). 1997년의 하락세는 외환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인 것이 당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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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무역의 최초의 하락이다. 김영삼 정부는 마지막 해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김영삼과 김대중 시기에는 양국 무역의 하락세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도 있듯이 무역에도 증가와 하락이 존재하여, 이는 양국 경제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2>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그림-2>를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1993년에 수출이 

4천1백만불, 수입이 4천7백만불, 교역이 8천8백만불을 기록하고, 노태우 

시기보다 높게 시작했다. 1994년에는 수출만 3천만불로 낮았고, 수입 

4천7백만불, 교역이 9천1백만불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수출, 수입 및 

교역이 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1996년에는 수출 1억5백만불, 수입 

1억5천2백만불, 교역 수지는 2억3천만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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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출과 수입, 교역이 하락하기를 시작했다.  

<그림-3>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그림-3>를 보면, 김대중 시기에는 수출이 1억3천5백만불, 수입이 

3천1백만불, 교역이 1억3천5백만불을 기록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무역에는 1998년부터 하락세가 보인다. 수출이 5천7백만불,  수입이 

5천1백만불, 교역이 1억8백만불을 기록했다. 1998년 지표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시기는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으로 양국간 교역량이 1999년까지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자원자재 가격 상승,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회복 등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3>에서 

나타났듯이 김대중 정부 시기 1998년, 1999년에는 무역은 계속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무역이 증가세가 보인다. 2000년에는 

고역이 1억3천1백만불을 기록했고, 2001년에는 1억6천4백만불을 기록했고, 

2002년에는 1억9천8백만불을 기록했다. 김대중 시기 2002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 104 57 82 108 126

수입 31 51 49 56 72

교역 135 108 131 164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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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천8백만불 교역 기준이 김영삼 시기 1996년 2억3천만불 교역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다. 2002년에는 수출이 1996년 및 1997년 수출 금액보다 

높았지만, 김대중 수입금액이 김영삼의 1996년과 1997년 수입 금액을 

도달하지 못했다 <참고 그림-2> 및 <그림-3>. 김대중 시기는 양국 관계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카자흐스탄 측에서 고위급 방문이 2 차례 

(외교부장관과 및 상원의장) 없었다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인 요소가 무역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따라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양국의 무역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2003년 

및 2004년에는 무역이 대폭 증가했다가 2004년에는 조금 감소했다. 

<그림-4>에서 금액을 보면 수출이 2003년 2억 1천 7백만불, 수입 

1억5천3백만불, 교역이 3억3천불이다. 그러나 그다음 2005년과 2006년에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4>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 217 314 273 324 546

수입 153 204 242 276 257

교역 370 518 515 600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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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기가 양국 무역의 호황기였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무역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5억 1,415만 달러였다. 이때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액은 2억 7,255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0.1%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입액은 2억 4,16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0.009%를 차지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간의 교역량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재영,2006-2007:56). 노무현 시기의 마지막 해에는 

수출이 5억4천6백만불, 수입이 2억5천7백만불, 교역이 8억3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그림-5>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양국 무역의 증가와 하락 모두 뚜렷하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348 308 604 757 885

수입 350 166 334 376 308

교역 698 474 938 1,133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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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명박의 첫 해 2008년부터 무역이 하락하여 2009년까지 

하락하였다. <그림-5>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교역 금액이 

6억9천8백만불로 나타났다. 2009년의 무역의 수준이 노무현의 2004년 

무역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 2009년에 3억8백만불, 수입이 1억6천6백억, 

교역이 4억7천4백만불이다. 2009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 주춤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2007년 노무현 

시기 무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이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덕분에 2011년 

무역, 2012년 무역 증가세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2012년 

수출 금액이 8억8천5백만불, 수입이 3억8백만불, 교역이 

1십1억9천3백만불로 나타났다. (그림-5 참고). 이명박 정부 시기 무역 

하락세는 두 번째 하락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좋은 무역 파트너이다. “공식 및 사업적 차원에서 양자 관계의 

부흥은 상호 무역의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 산업 

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무역 및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이다.”(Г.Н.Ким,2012:158).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첫해 2013년 및 두 번째 

2014년에는 무역이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림-6>을 보면, 2013년 수출 

금액이 1십억7천4백만 달러, 수입이 2억4천9백만불, 교역이 

1십3억2천3백만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무역이 대폭 떨어졌다. 

박근혜 시기 2015년 무역의 수준은 이명박 2008년과 노무현 2007년 무역 

수준 사이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계속 증가해 왔다가 다시 2008-2007년의 

무역 수준을 반복한 모습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양국 무역이 세 

번째 대 규모의 하락을 겪었다고 간주한다. 이 하락세는 2016년, 

2017년까지 3년 동안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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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락세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다. 예를 들면, 김대중 시기 2년 

동안 (1998, 1999) 하락했고, 이명박 시기에도 (2009, 2010) 2년만 무역의 

하락세가 보였다. 그런데 박근혜 시기에는 3년 동안 무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점이나 이념,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부문에서 협력하기보다는 정치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을 겨냥하였다. 

이는 양국의 무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시기 2016년 무역 

하락 수준이 이명박 시기 2008년 무역 하락 수준보다 크지 않았고, 2009년 

하락 수준에 가깝지 않았다. 

박근혜 시기 2017년에만 무역이 대폭 갑작스럽게 증가하였다. 

<그림-6>을 보면 수출이 5억3천3백만불, 수입이 9억9천8백만불, 교역이 

1십5억3천1백만불을 기록했다.  2017년 무역 증가 수준이 2014년 무역 

증가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준비를 해 왔고 

2015년에는 가입을 완료하였다.  

“즉 카자흐스탄은 공동경제구역 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첨단산업, 무역, 투자, 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 정책의 또 다른 핵심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 가입이 국내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관세 가중 평균치는 56%로 WTO 평균인 6-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재영,2006-2007:154). 이 가입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무역을 증대시킬 계획에 착수했고 세계무역기구에 들어간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근혜 시기 2017년 무역 수준이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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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카자흐스탄은 이 그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무역을 

증대시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 및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와 

무역증대에 나섰을 것이다. 이는 2017년 무역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 

박근혜 시기 마지막 해를 보면 무역 금액이 15억3천1백만불이다. 이명박 

마지막 해를 보면 11억9천3백만불이다 <그림-5 및 그림-6 참고>. 따라서 

박근혜 시기도 교역 금액이 마지막 해에는 크게 늘어났다.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해에는 교역금액을 증가시키고, 다음 대통령에게 넘긴다. 

그러나 모든 정부의 한 가지 특징은 임기 첫해, 그 다음 해에는 수출, 수입, 

교역 금액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를 양국의 외교, 

경제관계로 조절하고, 발전시키는 동향이 보인다.  

 문재인 시기에는 2018년과 2019년에는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1,074 907 454 364 533

수입 249 561 305 285 998

교역 1,323 1,468 759 64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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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을 보면, 2018년 수출이 7억9천8백만불, 수입 13억6천2백만불, 

교역이 21억6천만불을 기록했다. 2019년 수출이 26억5천7백만불, 수입이 

1,562백만불, 교역이 42억1천9백만불을 기록했다. 이 2년만을 살펴보아도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교역 금액이 전 정부들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도 수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카자흐스탄이 

세계무역국에 가입한 이후부터 이러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 정부는 투자와 교역 증가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7>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과 대카자흐스탄의 교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16) 

카자흐스탄 정부도 최근 주요 무역 국가들과 경제협력에 관심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출 798 2,657 407

수입 1,362 1,562 167

교역 2,160 4,219 574

798

2,657

407

1,362
1,562

167

2,160

4,219

57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18~2020 (2020년 3월기준)  한국과대카자흐스탄의교역, 수출입추이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교역



73 

계속 기울이고 있다. 그 요소에 따라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규모는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확대 

잠재력이 많으며 양국업계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접목한다면 교역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영,2006-2007:156). 그러나 아직 이 

정부 시기에는 무역이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양국의 무역이 또 한 번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이는 양국 관계의 4번째 하락세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락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번에 또 한 번 

양국의 교역 추이에 국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무역의 추이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증가 및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예상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학자는 이 무역에 대한 이례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가까운 시기에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목표가 극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장비 및 자재가 한국에서 들어올 대규모 자본의 프로젝트 2개가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다른 문제는 양국 

간 무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Г.Н.Ким,2012:105). 

 한국은 옛날부터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각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외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는 한국 

제품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사실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이 있다. “해외시장 개척 전략 중 하나는 

수출이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수출은 

일찍부터 한국이 취한 경제성장 전략이었다.”(김현철,2015:159).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 증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간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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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수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출과 수입은 매년 발달하고 있다. 과거 여러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출과 수입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수출과 수입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진 않지만, 양국의 협력 덕분에 

수출과 수입이 성장하고, 교역이 28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의 정부의 관심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정부마다 살펴보니 양국의 

교역의 상승세와 하락세도 보였고, 이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금액도 

달라졌다. “1997년부터 흑자를 기록하여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은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제품, 수송기계 등이며 수입품목은 

철강제품, 금속광물 등 주로 원자재이다.”(김중관,2006:193). 매년 수출입 

품목들이 변화되고 정부마다 수출입의 금액을 크거나 작게 반영하였다. 

하지만 시기마다 국제적, 경제적인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감소율을 기록해 온 경우도 있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입과 수출품목은 다양하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은 다양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해 왔다. 특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품목을 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많은 품목을 

수출하고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한국은 자원 

등 재료를 주로 수입한다. 카자흐스탄의 핵심적인 수출품목들은 철강, 구리, 

아연, 면, 납, 니켈, 동물 등이다. 반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으로 텔레비전, 

녹음기, 기계, 보일러, 원자로, 자동차, 가구 등을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그렇듯 카자흐스탄과의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한국은 가정용 전자제품, 수송기계, 전자부품, 유기화학품 등 공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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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반면,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금속 광물, 철강제품, 부기화학물, 

금속제품 등 주로 1차 산품을 수입하였다.”(위세브 자나르굴,2006:27). 그 

외에도 수입과 수출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는 

중이다. “1992년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입맥은 850만 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수입액이 2억 4,160만 달러로 15년간 약 27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對카자흐스탄 수출은 약 121배 증가한 데 비해 

수입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주요수입품으로는 합금선철 및 고철, 철강판, 금은 및 백금 등 주로 

카자흐스탄의 금속관련 품목들이며, 합금선철 및 고철은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이재영,2006-2007:157).  

 “전통적으로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영상기기, 가정용회전기기 등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의류, 영상기기, 자동차, 기호식품들이었으며, 자동차 수출은 

해마다 증감이 큰 것이 특징이다.”(이재영,2006-2007:157).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2000년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승용차 대우, 현대, 

기아, 삼성 자동차들의 가격이 다른 외국차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데다가 구매하기에 않았기 대문이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서 한국자동차의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수출품목을 보면 가전제품이 많으며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성장한 덕분의 한국의 

많은 자동차 수출되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공장이나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기계 등을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의 

품목들이 노무현 시기부터 확대되어 카자흐스탄 업체들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수출의 주력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붐 

시기에 한국 건설제품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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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페인트 등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카자흐스탄으로 의료 

제품들 보건기계, 의약품 등 수출되는 중이다. 이는 한국의 의료시설과 

보건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의 삼성, LG 회사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기, 통신기기, 

반도체, 고급품 LED TV 등 주요 IT 및 가전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 제품으로서 인기가 있다. 또한 모든 한국의 수출 제품들은 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양국의 

수출과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이나 법적인 장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수출 가치  측면에서 한국에게 20위권 내지 

30위권 수준의 중간 국가이며, 두 국가 모두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아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제한된 범위의 상품이 

수출된다.”(Г.Н.Ким,2012:105). 

 정부마다 수출과 수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온다.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시작한 수출과 수입의 품목은 현재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는 수출이 품목이 많지 

않았다. 특히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품목도 다양해졌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수가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보다 많았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노무현의 자원외교정책과 노선을 

유지하였고,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규모의 증가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시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과 수입의 품목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의 관세청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니 2000년대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수는 61개 

정도였다. 2018-2019년대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수는 80개 이상으로 



77 

나타났다. 매년 수출과 수입의 상품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토카예프 (카자흐 정부)에도 양국 간의 수출과 

수입 품목들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고, 수출과 수입의 증가를 양국 

정부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협력의 기회는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Г.Н.Ким,2012:156). 양국 정부도 교역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 있듯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는 증가보다 감소가 나타나고,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의 경제에 이 사건 이후에 불확실성과 외교적인 

오해들이 생기고, 경제협력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예전 협력과 현재 협력을 살펴보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해보면, 앞으로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제외)에 비해 수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양국의 협력이 

긴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투자 추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투자금액을 연간으로 시기별로 

분석하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투자금의 추이를 확인 가능하다. 필자는 

월, 분기대신 연간 단위로 나누어서 투자금액의 추이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시기별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분석이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의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는 금액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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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여러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면 협력이 

늘어나고 기업마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가 모두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투자금액은 매년 다르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제경제 현황에 따라 변동되고 왔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투자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투자와 공동 사업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이들 

국가,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일본, 한국의 양자 협력에 대한 전망은 분명하다. 양측은 

오늘과 내일의 관심사에 근거한 협력 및 관계 확대에 관심이 

있다.”(Медеубаева Ж.М,2012:240). 왜냐하면, 모든 협력, 외국 투자는 

카자흐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노태우 정부 시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금액은 1991년과 

1992년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관계는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8>을 보면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한국 투자금액은 

1991년 10억이다. 1992년에도 10억 금액을 상회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투자증가세가 있고, 양국 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노태우 시기가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은 모든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의 동향은 양국 간 경제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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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다. 노태우 시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금액의 규모를 알 

수 있고, 이는 양국 경제관계를 처음부터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림-8>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다음은 김영삼 정부 시기 투자금액이다. <그림-9>에서 나왔듯이 

투자금액의 동향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첫해인 199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금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진출도 

없으며, 한국 투자금액의 동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한국 측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였고, 양국에서도 아직 경제관계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1994년부터 상황이 호전되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외국 기업들에 성장의 새로운 지평선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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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 정부도 투자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서구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박지원,2013:3). 이를 고려해서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은 피투자국으로서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투자기업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고 

있다.“(위세브 자나르굴,2006:35). 그렇게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카자흐스탄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금액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림-9>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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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를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 1994년에 한국 투자금액은 

60억이었다. 그림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진출율과 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한국 투자금액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시 1995년에 10억으로 떨어져서 투자금액의 현저한 하락이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1995년 5월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해 투자금액의 동향은 

1996년에 유지되었고, 96년의 금액은 95년의 금액을 벗어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김영삼의 재임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투자금액은 갑자기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과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박지원,2013:28). 이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 간의 협력과 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투자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정책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의 개별적인 관심이다. “한국은 1995-1996년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1997년에는 영국이었고, 1995-1996년과 1998-1999년에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측면에서 영국이 2위를 

차지했다.(investkz.com,Инвести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2020). 그 

당시 유럽의 선진국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동향이 

시작한 것을 보고 한국 기업도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였다. 

따라서 1997년 한국 투자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선진국들의 

진출과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투자금액은 1997년에 

1억8백만불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7년 전에 

급증한 모습이며, 갑자기 1억8백만불 규모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유입되었다. 

한국의 투자금액이 한국의 외환위기 시작 전에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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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여러 회사가 카자흐 경제를 연구하였다. “KIA 

Motors가 카자흐스탄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 1997년 4월에 한국 KIA 

Sportage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자동차 모델 “Tulpar”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못했다.”(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20). 그러나 

이 회사의 실행하지 못한 계획과 목적을 한국의 현대자동차 회사가 

달성하고 2019년부터 알마티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의 착공에 들어갔다.    

 김대중 시기 투자금액 동향을 보면 현저한 추이를 볼 수 있다. 

김대중 시기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및 외교관계도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의 기업의 진출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 

시기와 김대중 정부 시기 투자금액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1998년에는 

투자금액이 없었다. <그림-10>을 보면 1999년에 투자금액은 20억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임기 첫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 임기 첫해에는 

한국 투자금액의 동향은 없었다. 이는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정부 

출범 후 상황을 주시한 뒤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의 

성격은 조심스러웠던 것을 투자금액의 동향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도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 정부 출범의 첫해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였다. 진출한 회사들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철수도 하였지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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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그림-10>을 보면 투자금액의 추이에 따르면 2000년에는 다시 

투자금액이 아예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의 

유럽을 선호하는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망설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은 외국을 방문하여 한국 경제에 투자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할 힘이 부족했던 것을 보여준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한국 

기업들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경제에 상황을 감안하여 

투자했다.  

2001년 투자금액을 보면 한국 투자금액이 호전되었다. 투자금액은 

20억으로 증가하였다<그림-10>. 이 투자상황은 카자흐스탄 측 상원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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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의 방문으로 활성화되었다. 2001년 투자금액의 동향에 

카자흐스탄 측의 방문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02년에 다시 투자금액 

현황을 보면 투자가 없었다. 이는 첫째, 김대중 정부의 정책의 소극적 태도, 

둘째, 외환 위기의 충격, 셋째, 한국 기업들의 투자결정망설임, 넷째 한국 

기업들의 경제력 약화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시기와 

비교하면 김대중 시기 투자금액의 총금액이 현저히 적은 편이며, 총 

40억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시기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의 활성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양국 간의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이 단계는 카자흐스탄의 광물 및 기타 

원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의 초점이 특징이다.”(Г.Н.Ким,2012:70).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투자금액은 노무현의 첫해부터 증가하였다. <그림-11>을 

보면 2003년에 1천4백만불로 나타났다. 2004년에도 증가세 형태를 보였다. 

2005년에는 2천6백만불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2006년과 

2007년에는 투자의 과실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2006년 

2억4천9백만불, 2007년 2억8천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기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났다. 외환위기 

이후에 노무현 시기 한국 투자금액이 벼락같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하였고, 카자흐스탄에서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자의 

총금액은 5억9천9백만불로 기록되었다.  

노무현 시기 투자금액의 증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 한국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유망한 

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상품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유망한 지역이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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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유망 공급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35만여 명에 달하는 

현지 거주 고려인의 권익보호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이재영,2006-2007:139). 노무현 시기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방안을 준비했고, 한국 정부는 이후 5년간 이 지역에 주력했다. 그 결과로 

인해 투자금액은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증가했다. 다른 시기와 

비교해 말하면 이 긍정적인 결과가 노무현 정부와 나자르바예의 정부의 

협력과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11>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이명박 시기는 대부분의 경제, 투자 학자들이 기대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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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는 경제대통령, 사업가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국의 대통령들도 경제협력을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소득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림-12>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첫해 2008년에 투자금액은 

8억2천3백만불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를 이명박 정부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전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와 과실을 

이명박 정부가 획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협력의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한·카자흐스탄 협력의 활주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명박 정부가 쉽게 협력의 마당을 넓히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변수로 나타났다.  

세계금융위기 동안에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은행과 기업들의 

금융상태가 악화되었다. 외국 기업들이나 은행들은 카자흐스탄 은행이나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 전체에서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현지은행인 센터크레딧은행 

(Bank Center Credit)인수이다. 국민은행은 2008년 월 약5억 달러(USD)의 

자금을 투입해 이 은행의 지분 23.3%를 인수하여 제2대 주주가 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통해 2010년까지 4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현재 은행 지분 인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금융투자 투자사례로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기업의 주요 협력 및 투자 분야였던 천연자원, 광물 

분야가 아닌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박지원,2013:43). 한국의 국민은행이 단행한 이 거래는 투자금액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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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렸다. “그러나 2008년 국제적 금융 위기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및 대형 금융 기관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금융기관의 위기초래, 국내소비의 감소 등으로 제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 직접 투자는 2009년과 2010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1년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루잔 아야우잔,2012:28-29). 

“한국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주요 투자가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총 투자액은 약 30억 달러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 따르면 2008년 9월 30일 기준).”(˹КАЗАХСТАНСКО-

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45). 

 <그림 -12>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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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1억5천5백만불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전년도대비 1억3천만불까지 감소했다. 2011년에 1억1천4백만불로 계속 

하락했다. 그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경제, 여러 분야가 좋지 

않았다. 위기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유지 노력과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2억 5천만 달러로 2005년 대비 10배로 

투자가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8억 2천 3백만 달러로 투자가 32배나 

급증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1억 5천 5백만 달러, 2010년에는 1억 천 

8백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및 카자흐스탄 경제의 침체, 특히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아루잔 

아야우잔,2012:43-44).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투자도 감소되었다. 

2012년에 이명박 시기 투자금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발하쉬 및 아뜨라우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의 발하쉬 호수 인근에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최대인 40억 달러 규모인 대형 프로젝트로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카자흐스탄 국영 발전회사인 삼룩에너지사가 2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박지원,2013:43-44).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은 투자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때쯤 여러 나라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였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카자흐스탄 외국 직접 투자국 중 네덜란드가 

326억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국이 204억 달러, 영국이 10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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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들 3개국 투자 합계가 대카자흐스탄 외국 직접투자 총액의 

50%에 달한다.”(아루잔 아야우잔,2012:26). "한국은 18억 천 9맥만 달러로 

대카자흐스탄 외국투자 전체대비 1.5% 정도 아직은 상위국들에 비해 

투자비율이 작지만 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아루잔 아야우잔,2012:27). 

박근혜 정부 시기 투자금액의 상승도 하락도 있었다. <그림-13>을 

보면 2013년에 1억7천4백만불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억6천만불로 

기록되고,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5년 7천만불, 2016년 2천2백만불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 70억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박근혜 시기에는 한국 

투자금액의 변동이 뚜렷하게 보였다. 다시 김대중 시기의 수준으로 돌아간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투자 금액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유입해 온 한국 투자 규모는 90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른 동부 및 서양 국가보다 현저히 높다.”(ҚАЗАҚ-КОРЕЙ 

БАЙЛАНЫСЫНА – 25 ЖЫЛ, Айқын,02.23) 

 <그림-13>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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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적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다우토브 바우르잔,2017:22).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도 계속 하락하고, 투자도 계속 

하락한 셈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관계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 유리사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지만, 실제 

경제관계에서 투자의 하락이 보인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라시아와 경제관계를 증대하기를 기대했지만, 유리사이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 경제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한국 

투자가 심각하게 하락되었다. 이것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아직 파악하고, 

진단하지 않았다. 폭넓은 정책보다 현실적인 경제관계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정책의 경제적인 측면을 원활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그림-14>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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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후 출범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2017년 

경제관계를 문재인 정부의 영향으로만 넘기기가 곤란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게이트’ 이후 해외국가와의 협력 국면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8년과 2019년의 투자를 검토한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투자금액의 증가가 보인다. <그림-14>을 보면 

2018년에는 1천5백만불로 올라갔다. 2019년에는 2천4백만불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사례에서 문재인 정부와 카자흐 정부는 경제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기를 목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5년 동안 주춤했던 경제관계를 인식하고 문재인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카자흐 정부와 

외교·정치 및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전체 시기가 박근혜 시기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노무현과 이명박 

시기를 돌파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정부에 좋은 결과의 

관계를 남겨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우호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이전보다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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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의 특징 
 

1. 투자와 무역의 급격환 변화 양상  

모든 국가의 경제에서 외국 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가 

우선시되는 현재 모든 국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주요 투자 국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일본, 한국, 등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이다.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투자는 카자흐스탄의 투자 환경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발전을 초래하는 요소들이었다. 이 외국 투자들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노태우 시기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가 어려 부문에서 나타났다. <그림-15>에는 

노태우 시기의 업종별 투자 활동과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5>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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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태우 시기에는 제조업 투자가 49%로 1위를 차지했다. 둘째, 

2위를 차지한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투자 금액이 34%이다. 셋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비중이 3위를 이었다. 마지막 

순위로 도매 및 소매업 투자의 비중이 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카자흐스탄 연도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노태우 시기 1991년에 이루어졌다. <표-2> 노태우 시기 

1991년에 처음으로 숙박 및 음식업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업체 1개, 

해당 부문 투자액은 5십1만2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2년에는 대표적인 

업종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업 (신규법인수 2개) 7십3만8천 달러,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신규법인수 1개) 1십4만3천 

달러 및 도매 및 소매업 (신규법인수 1개), 1십1만3천 달러 정도 업종으로 

투자액이 커지기 시작했다. 1992년 총 투자가 9십9만4천 달러를 

기록했다<표-2>. 노태우 시기에는 이렇게 한국 기업이 천천히 업종별로 

투자를 하며, 진출구상을 마련하였다.   

<표-2>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투자금액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1990 년 1991 년 1992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숙박 및 음식점업 0 512 0 

2 제조업 0 0 738 

3 도매 및 소매업 0 0 113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 143 

총계  0 512.26 99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가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양국의 외교관계가 설립되기 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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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은 양국 정부가 1992년 1월 

28일 외교 기반을 구축하기 전에 1990년대부터 선제적으로 투자를 

추진했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유입은 노태우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에 전 

사회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념의 거리를 

두었지만, 새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과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국가로 부상하여, 한국 기업들의 업종별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림-16> 김영삼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다음은 <그림-16>을 보면 김영삼 시기는 노태우 시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 시기에는 업종별 투자 변화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는 투자의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투자의 규모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투자를 보면, 첫째 

정보통신업이 분야의 투자금액은 투자액의 87%로 가장 크게 나타나서 

1위를 차지했다. 둘째 제조업 분야 투자가 11%로 2위를 이었다. 셋째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는 2%로 가장 적게 나와서 3위에 그쳤다.  

1,879, (2%)

12,904, (11%)

100,300, (87%)

1993~1997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단위 : 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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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을 살펴보면, 투자 금액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분석하면 

도매 및 소매업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1993년에 도매 및 소매업분야에 1십1만3천 달러 

투자액이 이루어졌고, 1994년 5십1만 달러, 1995년 7십만6천 달러, 1996년 

9십1만1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4년 동안만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대로 

제조업 투자 금액이 증가했다가 감소했고, 다시 증가했다. 1997년에는 정보 

통신업 분야에는 (신규법인수1) 1억3십만달러의 투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보통신업 부문에서 투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국 투자는 광업 

및 채석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통신 인프라 및 전자 장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삼성, LG전자, 대우, 현대, 

NTC와 같은 회사의 활동은 관심 대상이다.”(˹КАЗАХСТАНСКО-

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18) 5년 동안 투자의 총금액은 1억1천5백4십4만6천 

달러의 투자가 업종별 이루어졌다. 

<표-3>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113 510 706 911 0 

2 제조업 0 5,082 150 120 7,552 

3 정보통신업 0 0 0 0 100,300 

총계  112.5 5,592 855.675 1031.268 107,8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는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김영삼 시기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분야는 주력 투자분야였고, 

한국 기업들이 그 분야에만 집중했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업 분야만 새롭게 

투자되었다. 정보통신업 부문에 투자가 유입된 것은 그 시기 카자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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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게 발전시키려고 했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그 

분야에 빠르게 진입하고 그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카자흐스탄의 돈 텡게가 (카자흐 화폐) 출범했고, 텡게의 환율이 설정되고 

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모든 분야가 

외국 투자를 위해 전체 개방되었다.  더하여 이 시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 양국은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여 

경제관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27일에 제266-XIII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1997년 4월 

5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지시 제3444 “직접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의 우선 순이 부문 목록 승인” 

(http://adilet.zan.kz,2020.06.20)에서 대통령에 의해 2000년까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산업 목록이 결정되었다. 첫째, 

생산 인프라, 둘째, 제조업, 셋째, 아스타나의 개체, 넷째, 주택, 사회시설 및 

관광, 다섯째, 농업이다. 이것도 한국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부문이었다. 

그것보다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 결성에 관한 1998년 6월 

30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법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보장하여 국가에서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및 공화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https://fic.kz/ru/fic/mission,2020.06.20). 

마지막으로 “1999-2000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대한 

직접 투자 유치 프로그램 및 1999-2000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해”(https://tengrinews.kz,2020.06.20). 정부의 명령서 문서가 

발표되었다. 보다시피 카자흐스탄 정부 측에서 한국 및 기타 외국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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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위에 언급한 법 및 

여러 계획서들은 김영삼 시기부터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했고, 후속 정부 

시기 기업 진출이나 투자 유입에 큰 도움이 되었다. “LG Electronic Almaty 

Kazahstan은 1998년 5월 28일 알마티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КАЗАХСТАНСКО-

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2009:18). 

<그림-17>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김대중 정부 시기 카자흐 및 한국의 경제관계가 소극적이었다.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동이 나타났다. 김영삼 시기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투자 형태의 차이가 있다. 외환 위기로 인해 한국 투자 여력이 

약화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1998년 2000년 기간 중에 제조업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하였다.  

1998~2002년 간의 업종별 한국 투자 현황 비중을 보면 다음과 

885, 
(19%)

3,425, 
(72%)

314, (7%)
100, (2%)

1998~2002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단위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농업, 임업및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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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황이 반영된다. <그림-17>을 보면, 첫째, 제조업 부문에 72%가 

투자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 투자된 한국 

투자 금액이 19%로 보였다. 셋째, 부동산업 부문에 7% 투자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서 투자의 비중이 2%밖에 나왔다.  

 <표-4>를 보면, 김대중 시기 1998년에 제조업 투자액 6만 달러에 

불과했고, 1999년에 투자액은 1백8십3만5천달러에 달하고, 2000년 

투자액은 3십5만4천 달러 투자액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만 한국 투자가 있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서 제조업 9십7만6천 달러, 도매 및 소매업 5십8만1천 달러, 

그리고 부동산업 2십6만6천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다. 보다시피 부동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001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최초로 

부동산 분야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동산 분야에서도 한국 투자가 

처음으로 흘러들어왔다.  

<표-4>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단위: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581 152 

2 제조업 60 1,835 354 976 200 

3 부동산업       266 48 

4 농업, 임업 및 어업         100 

총계  60.365 1,835 354.466 1822.95 5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표-4>에서 나타나듯이 2002년에 제조업 투자액 비중은 2십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부문으로 투자액 1십5만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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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였고,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서 (신규법인수 1) 1십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부동산업  부문에서 4만8천 달러 한국의 투자가 

유입되었다. 아울러 한국 투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분에서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시기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이 어려운 경제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 기업의 업종 투자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 기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새로운 부문인 부동산과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은 특이한 점이며, 

이는 양국 경제관계에서 협력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업종별 투자가 주춤한 반면에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대중 시기 투자의 정체를 보였지만, 노무현 시기는 증가세를 

보였다. 노무현 시기는 양국 경제관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업종별 투자 증가세가 가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협력이 포괄적이었고, 투자업종도 

다양해졌다.  

이 시기는 첫 번째로 투자 업종의 도약 시기이다. 투자업종을 

소개하면, 과거 정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고, 경제관계의 

성장세와 수준도 높았다. 카자흐스탄 국내에서도 외국 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에서 다양한 준비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경제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첫째, 

주로 가능한 투자 법안이 제공하는 유리한 사업 환경과 국가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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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안정성 때문이다. 둘째, 카자흐스탄 판매 시장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친다.”(Г.Н. Ким2012:120). 따라서 노무현 시기에 한국 투자는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18>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그림-18>에서 한국 투자의 업종별 투자를 보면 노무현 시기에는 

투자가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그림-18>에서 봤듯이 건설업에 50% 

투자가 이루어져서, 1순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광업 부문에서 25% 투자가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광업 부문에 노무현 시기부터 처음으로 대규모로 

투자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자원외교의 결과이다. 부동산업 부문에 

한국의 투자가 9%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부문에서 동시에 활동한 

한국 기업들은 큰 규모로 투자했다. 위축된 분야가 없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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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단위 : 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5) 광업

6) 건설업

7)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8) 정보통신업

9) 금융및보험업

10)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11) 운수및창고업

12) 숙박및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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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업종별로 분석하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투자가 급증하였다. 

<표-5> 노무현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투자금액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362 1,325 2,748 22,095 29,937 

2 제조업 8,118 4,946 604 515 2,506 

3 부동산업  5,257 2,220 1,577 36,893 157,319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3 566 272 434   

5 광업   170 10,560 14,830 22,400 

6 건설업   12,920 8,150 174,548 57,969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 18 

8 정보통신업         15,310 

9 금융 및 보험업         1,313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0     500 

11 운수 및 창고업     410     

12 숙박 및 음식점업     1,250     

총계  13,820 22,527 25,570 249,377 287,2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노무현 시기에 부동산업이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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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보면 2003년에 5백2십5만7천 달러로 시작된 금액이 2007년에는 

1억5천7백3십1만9천 달러로 급증했다<표-5>.  

5년 동안 29배 정의 투자 금액이 증가했다. 투자가 높은 원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시기 부동산업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활발하였다. <표-5>에서 보듯이 

2004년에 건설업 부문에서 1천2백9십2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왔고, 2005-

2006년에는 투자 금액이 감소했다가 2007년에 5천7백9십6만9천 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그 밖에 광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산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외하고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에서 투자가 나타났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다. “한국의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5월 15일 현재 1.930억 달러를 미국, 중국, 홍콩, 영국 등 

54개국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중 카자흐스탄에는 19억 

4천만 달러로 전체 한국의 해외투자 금액의 1.0%를 차지하여 18번째 

투자국이다.”(아루잔 아야우잔. 2012:31-32).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1997년에 1억 1천만 달러로 급증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여 

2005년 들어 4613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카자흐스탄과의 

경제협력은 원유와 광물자원, 석유화학, 조선,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다.“(김중관,2006:193).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문화, 스포츠 부문에서의 관심이 늘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그 해 신규법인수를 확인하면 건설업에서 6개 회사, 

스포츠, 예술 부문에서 2개 회사, 광업에서 1회사가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강조할 점은 이 중에서 건설업 투자액이 5천7백9십6만9천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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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다는 점이며, 건설업의 투자액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건설 붐이 불고 있었다. 카자흐 

수도에 한국의 ‘동일하이빌’ 등 한국 건설사들이 진출하여 투자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처음으로 광업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제관계에서 노무현 시기부터 자원외교 정책이 처음 

제대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정부 간의 협력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또한 이 자원외교는 투자업종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광업 부문에 투자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 식당이나 음식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장 많았다. 로뎀, 코레아나, 신라 등이다. 그 밖에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같은 새로운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시기 투자가 여러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이는 노무현 

시기의 특징이며, 경제관계의 활발함을 보여준다. 노무현 시기 투자 특징은 

부동산, 건설업 및 광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시기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 상황과 잘 어울렸고, 광업 투자 비중의 크기는 

자원 외교의 성과이기도 했다.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확보할 분야를 찾고, 적극적으로 각 관심분야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시기도 여러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8-

2012년 동안 한국 투자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다. 한국 투자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시기에는 금융과 보험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크게 나타났다. 그 부문에 

한국이 49% 투자했다. 이 부문에서 투자가 노무현 시기보다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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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갔다. 그 다음 광업의 투자 비중이 12%를 차지했다<그림-19참고>. 

하지만 노무현 시기의 25%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림-19> 이명박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단위:천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제조업과 건설업이 같은 비중으로 나와서 11%를 차지했다. 노무현 

시기와 비교하면 노무현 시기에는 건설업 부문에서의 한국투자 비중이 

50%를 차지해서 이명박 시기보다 4배 정도 투자 금액이 컸다. 도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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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1) 운수및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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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부문에 6%, 전문 과학 서비스업 부문은 4%, 부동산업이 3%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19참고>.  

이때 한국의 공사 및 민간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유망 시장에 두 

배의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광대한 토지와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와 경제 성장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생각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다른 분야보다 깊은 협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명박 시기의 경제협력은 카자흐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한국과 통신 분야에서 협력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미래에 무선 

인터넷이 현재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전문가들과 카자흐 전문가들은 통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기대의 시기였고, 새로운 고급 기술을 카자흐 통신 전문가들도 원했다. 

이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인터넷 연결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 기술 도입에 

관한 협상 과정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표-6> 이명박 시기의 부동산업이 노무현 시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8년에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4년 동안 그 비중을 

유지하지 못했다. 비중은 매년 줄어들어서 2012년에는 1십9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 다음 기대했던 금융 및 보험업 부문은 2008년에는 투자 

금액이 높았지만, 2009년에는 6십7만 달러, 2010년 5십만 달러로 내렸다가 

2011년 다시 3천4백4십3만2천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2012년에는 1만5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한국 투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보였다. 광업 2008년에는 1천4백5십2만5천 달러, , 2009년에 

9천5백8십4만5천 달러, 2010년에 2천4백6십9만3천 달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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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경제 잠재력과 전망은 한국 기업인과 

한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석유, 전기, 

건설, 도로, 무역 및 혁신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abai.kz.2014.01.28). 

<표-6>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단위: 천불)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투자 현황 (투자금액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3,350 443 95 680 598 

2 제조업 949 2,483 2,945 21,347 129,906 

3 부동산업  29,787 7,435 11,609 856 190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 1,815 2,245 381 

5 광업 14,525 95,845 24,693     

6 건설업 71,611 36,663 38,534 12,831 4,720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1 602   5 250 

8 정보통신업 1,953 1,213 22,372 100   

9 금융 및 보험업 674,995 670 500 34,432 15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444 9,516 3,264   

11 운수 및 창고업 25,170   17,539 7,953 281 

12 농업, 임업 및 어업     165 500 1,473 

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2,363 

              

총계  822,612 154,897 129,783 84,213 220,17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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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2011-2012년에는 2년 동안 광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대로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가 

활발하였다. 2008년 9십4만9천 달러, 2009년 2백4십8만3천 달러, 2010년 

2백9십4만5천 달러, 2011년 2천1백3십4만7천 달러, 2012년 

1억2천9백9십만6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명박 시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 금액이 2012년에만 82 363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문 투자액을 비교하면, 

부동산업 투자금액보다 44배 크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금액보다 17배 크게 

나왔다.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이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명박의 외교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이 매년 증가하지 

못했다. 노무현 시기에는 광업 부문에서 한국 투자는 25%를 보여주었으며, 

이명박 시기 투자금액보다 2배 많았다. 

박근혜 시기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이명박 시기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정부는 한국 투자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하였다. “작년에,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협정에 서명했다. 박근혜 시기에 양국 간의 관광객과 사업가를 

위해 비자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비자 면제 제도를 지지하고 및 양국 

간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스타나와 서울 간 직항편이 

도입되었다.”(Айқын, ҚАЗАҚ-КОРЕЙ БАЙЛАНЫСЫНА–25 

ЖЫЛ,2017,02,23).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양국의 

사업 확장을 위해 도입하고 실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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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박근혜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단위:천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박근혜 시기에도 투자가들은 정부와 같이 활동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시장에 진출하고 여러 부문에 관심을 가졌다. 에너지, 자동차, 

엔지니어링, 건설, 광업, 의료, 교육 및 과학 분야의 국가 간 상호 협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근혜 시기에는 양국 간의 경제와 정치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의 정부가 

기대했다.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양자 관계를 새롭고 

보다 유익하게 만들며 미래 수준을 목표로 삼기로 합의했고, 양국 정부가 

4,708; 1%

264,182; 61%

12,456; 3%

370; 0%

17,661; 4%

1,253; 0%

170; 0%

9,340; 2%

1,103; 0%

11,601; 3%

110,089; 26%

2013~2017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 추이 (단위: 천불)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5) 건설업
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 정보통신업
8) 금융및보험업
9) 운수및창고업
10) 농업, 임업및어업
1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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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했다.  

 박근혜 시기는 이명박 시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 환경이 다르다. 

<그림-20>을 보면 업종별 투자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많으며 한국 

투자금액의 61%를 차지했다.  그 다음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비중이 투자 금액의 26%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4% 정도 되고, 

부동산업은 3% 정도 된다. 마지막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서 비중이 

3%를 차지했다. 기타 부문의 비중이 낮았다.  

<표-7>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천불)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1,550 313 1,342 337 1,166 

2 제조업 159,099 83,993 19,996 514 580 

3 부동산업  40 9,570 10 86 2,750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0 300   

5 건설업 699 783 873 14,893 413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462 50     

7 정보통신업   20 120 30   

8 금융 및 보험업   193 4,420 4,726   

9 운수 및 창고업 596 331 45 131   

10 농업, 임업 및 어업 650 3,520 4,851 730 1,850 

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845 60,972 38,272     

총계  174,221 160,158 70,049 21,746 6,7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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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서는 박근혜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를 

살펴볼 수 있다. 각 부문을 보지 않아도 총 투자 금액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국 투자의 금액이 계속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투자 총금액이 1억7천4백2십2만1천 달러, 2014년 1억6천1십5만8천 달러, 

2015년 7천4만9천 달러, 2016년 2천1백7십4만6천 달러, 2017년 

6백7십5만9천 달러를 기록했다. 다른 정부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시기 

5년 동안 한국의 업종별 투자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밖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업종별 투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림-21>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을 살펴보면 향후 추세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금융 및 보험업이 40%를 차지했다. 제조업이 

21%로 뒤를 이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건설업은 

6%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은 과거 제조업, 자원개발에서 

점차 IT, 은행 등 서비스 산업과 ODA, KPS 등 한국의 소프트웨어 분야 

자원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윤성학,2012:300).  

<표-8>에서 나타났듯이 이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새로운 부문이었다. 

2018년에 2십4만5천 달러를 투자했는데 2019년에는 1백6십9만5천 달러로 

투자가 증가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한국 병원들과 카자흐스탄 병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의료관객들 중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계속 

증가할 분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에는 다른 부문에서의 투자 금액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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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문재인 시기 2년 동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검색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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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비중추이

1) 도매및소매업

2) 제조업

3) 부동산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

5) 건설업

6)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7) 금융및보험업

8) 숙박및음식점업

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10)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11) 농업, 임업및어업

12)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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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현황 

문재인  정부 시기 2 년 동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업종별 투자 비중 현황  

N 투자업종별/연도별/금액 

2018 년  2019 년 

투자금액  투자금액  

1 도매 및 소매업  314 456 

2 제조업 605 7,390 

3 부동산업  265 90 

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33   

5 건설업 3,578 1,345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0   

7 금융 및 보험업 5,000 10,188 

8 숙박 및 음식점업 50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5 1,695 

11 농업, 임업 및 어업 1,485 400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2 2,049 

총계  14,560 23,6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 (검색일: 2020-03-07) 

현재 상황은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경제 관계는 매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의 이익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 상호 유익한 관계로 인해 다수의 

공동 경제 및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Егемен,2019.01.26).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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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철회의 현상  
 

 21세기에 국가 간의 협력외교는 아주 중요하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국가는 협력외교를 추진하고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각 나라의 대외관계는 경제협력에 주력한다. 각 나라의 경제 및 정치 

특성에 따라 전략을 구축하여 협력을 추구한다. 매년 외교 분야의 협력외교 

중에서 경제협력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외교는 21세기의 

중요한 외교로 등장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경제협력외교는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협력을 볼 때 

경제협력외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나라 간의 경제관계를 튼튼하게 했다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양국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추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사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동기 및 철수동기와 연관성이 있다. “2014년 연말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300개 이상의 카자흐 및 한국의 합작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Руслан Изимов, 2016.11.09). 특히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다가  경제상황으로 인해 철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이 점차 

진출하여 투자를 서둘렀다.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왜 이루어졌는가? 진출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첫째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가하는 전략이며,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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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수출이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수출은 일찍부터 한국이 취한 경제성장 

전략이었다.”(김현철,2015:159). "수출 다음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해외진출이다. 해외에 공장을 만들거나 사업체를 두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전략이다.“(김현철,2015:165).  

”최근 한국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베트남 하노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다.“ (김현철,2015:165). 따라서 각 정부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아시아에도 본격 

진출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찍 진출한 것이 사실이다. 삼성, 대우, LG, 현대, 한전 및 

동일하이빌, 우림 등 여러 건설사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일부는 

제조업, 일부는 부동산건설, 일부는 금융 및 다른 일부는 인프라건설에 에 

투자했고, 요즘은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자원, 에너지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세 번째 목적은 현지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나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찾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1992년부터 계속 진출하고 있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한국 기업의 첫 진출이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의 첫 진출은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인 1991년부터 가능하였다. 아래 <그림-22>에서 

한국수출은행의 통계자료를 보면 1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가 맺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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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장한 적이 있다.  

노태우 시기 한국의 5개 회사가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였다. 이를 

제1차 한국 기업의 진출이라고 간주한다. <그림-22>를 보면 1991년에 

1개의 회사, 1992년에 4개의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에 대해서 제2장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만남에서 한국 기업진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림-22>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1990년 11월 한국 방문 후에 삼성, 대우 등 한국 기업이 텔레비전 조립 및 

냉장고 공장을 건설 중이나 한국 기업체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다면서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얘기된 바 있는 미국 

체브론 회사와의 유전 개발 계약 체결, 영국 및 이탈리아 회사와의 

유전개발 계획에 언급하여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도 경제 

협력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다.” 

(이상옥,2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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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김영삼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전체 18개 회사이다 (그림-23). 1993년에는 

진출한 회사가 없지만, 1994년에 3개의 회사, 1995~1997년까지 매년 

5개의 회사가 진출하였다. 노태우 시기를 포함했을 때 한국 회사의 진출 

수는 총 23개이다.  

 <그림-23>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 기업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김영삼 정부 시기를 보면 기업들의 진출 추이가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자원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 덕분에 

양국 간에 경제협력이 이루어졌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정상외교, 방문외교, 초청외교들은 한국기업들의 진출동기에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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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차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김대중 정부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992년부터 발전해 온 양국 간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1997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투자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부분이 

철수하며 그 동안 구축해 온 입지를 단번에 반납하게 되었다.”(Aidarova 

Aigerim,2011:14-15).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양국 관계 발전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Aidarova Aigerim,2011:15). 김대중 

시기에는 IMF 위기 상황이 한국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회사들의 타격이 많았다고 간주한다.  

 <그림-24>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그림-24>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기 첫해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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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둔화되었다.  <그림-24>를 살펴보면 1998년 1개의 기업, 1999년 

1개의 기업, 2000년 2개의 기업이 진출하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 또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상원의장과 외무부장관의 방문요인이 

한국 기업의 진출에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추진한 접근으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져서 진출현황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기업의 제1차 철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시기에는 철수와 진출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림-24>를 보면 1998년 1개 법인진출, 

1999년 1개, 2000년 2개, 2001년 5개, 2002년 1개이다. 총 10개 회사가 

진출하였다. 위기 이후에 회복이 가능했던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라는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많은 기회의 시장으로 

나타나서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분야가 

매력적이었다. "1995년 이후 계속 호전되어 가고 있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생산증대는 석유, 가스, 금속 등 에너지, 완료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의 

증가가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는 볼 수 있다. IMF에 의하면, 96년 

카자흐스탄에서 외국투자의 58.2%가 비철금속공업에 17.4%가 석유, 

가스공업에 각기 투하되었다.“(홍성원,1999:307). 

석유와 가스 분야에 외국 회사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이 새로 생겼다. 이 법의 

탄생도 한국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97년 2월에 

“외국인직접투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카자흐스탄 국내에 직접투자를 

행하는 외국인은 계약 후 5년간 100% 면세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이행기 국가들의 외국투자법에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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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94년 2월 제정된 카자흐스탄의 현행 

“외국투자법”에서는 내국인과의 완전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철체되어 

있었다.“(홍성원,1999:307).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법적인 개혁과 경제적 

기회를 지혜롭게 이용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한국 기업 중에서 탄력성이 

있거나 뛰어난 회사가 이를 지혜롭게 이용하였다. 철수한 기업도 있었지만 

다시 진출한 기업들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와 경제관계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전에 말했듯이 러시아와 몽골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들도 한국 기업의 진출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김대중 정부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시장에 계속 진출하였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에 방문이 있었다면, 한국 기업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카자흐 외무성 장관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김대중은 

양국 간 외교 관계 수립 일로부터 처음 10년간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의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경제 분야의 성과가 

주목되었다”.(Караван,2002.10.23).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또 한 번 진출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제4차 진출이다. “1992.1월 수교 이후 1997년 한국 경제 

위기 이후 현지 진출기업들이 많이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진출이 주춤하였다가 최근 2000년 이후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위세브 자나르굴,2006:39).  다행히도 이 시기 한국 기업의 철수는 

없었다. 노무현 시기는 다른 시기와는 다르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수가 

계속 늘어나고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하였다. 기업의 수도 예전 정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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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수와 비교히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시기 양국 경제관계의 

긍정적인 현상을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 신문 인터뷰에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카즈프라브다” 시문과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협력을 기대한다. 한국은 석유 소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귀하의 

국가에는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두 국가에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 한국 기업의 확대를 통해 무역을 

늘리고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조선 건설, 정보 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상호 작용의 큰 기회가 열린다. 또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지지를 

기대한다”.(www.sabitov.kz 2013). 인터뷰 내용에서 봤듯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25>를 보면 2003년 4개, 2004년 9개 두 배로 갑자기 

늘어났다. <그림-25>에서 나타났듯이 2005년 18개, 2006년 26, 2007년 

42개 한국 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이 10배 증가하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정치, 외교 

관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와는 스타일이 다른 정부였다. 

노무현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은 규모가 컸다. 한국 기업들은 이 시기에 왜 

진출했을까? 해답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시기를 비롯하여, 김영삼 시기 자원정책으로 채택된 정책을 다시 

회복시켰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였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는 2004년 이후부터 한국은 다시 자원 정상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4년 러시아 방문 시 한·러 에너지전략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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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동시베리아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동시베리아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대중동 에너지수입의존도를 

경감시키려 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카자흐스탄에 이어 2005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채재병,2014:80-81). 이 

시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업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정책을 활성화시킨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였다. 

 <그림-25>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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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진출방안’에 나타난 협력사안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한국은 중동에 이어 제2의 에너지 자원 부존지이자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중앙아 국가들과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비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고재남,2010:399.) 노무현 정부의 “중앙아시진출방안”이 한국 

기업들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은 

언급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진출방안은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진출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다.  

 그 밖에도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의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해주며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면 반대급부로서 토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초기에는 복지, 교육, 환경 문제는 현지 정부에 

맡기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윤성학,2012:281). 그 당시 

세계적으로 CRS 설치가 중요해졌다.  

카자흐스탄의 기업경영에도 CRS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CRS 활동을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윤성학,2012:281). 이러한 점을 아는 한국 

기업들은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진출한 것이다. “CRS 

해외 (외국)진출 외국기업들의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해외(외국)진출 한국기업의 CRS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윤성학,20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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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후원하고 도와준 적이 

많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개혁적인 성격과 정책 덕분에 노무현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진출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3-2007년까지 총 99개 한국 회사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100 정도 회사가 한 나라 

경제시장에 진출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의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양국의 

경제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가 출신 대통령 이명박 시기에도 많이 진출한 

편이다.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그림-26>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검색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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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6>을 보면 2008년 29개, 2009년 21개, 2010년 11개, 

2011년 20개, 2012년 13개 한국 회사가 진출하였다. 총 94개 기업이 

진출하여, 노무현 시기를 넘어서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관계가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의외로 100개를 넘지 못하였다. 노무현 시기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계속 증가하였지만, 이명박 시기 2009년, 2010년에 

감소하였고, 2011년에 증가하고,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와 비슷한 추이이다. 이명박의 에너지 및 자원외교와 

나자르바예프와의 친밀한 관계가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나자르바예프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한국 기업의 진출이 노무현 시기보다 적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동시에 철수도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은 2010년쯤에 많이 철수하였다. 

이때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감소한 것이다. 철수한 기업들의 자리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였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 지역 국가들은 

모두 에너지 자원 국가들로 등장하였다. "에너지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에너지자원 비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앙아시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이재영, 2006-2007:140).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의 석유 프로젝트에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카자흐스탄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뿐만 아니라 

2000년 카스피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전되면서 주요 산유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9-11%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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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이재영,2006-2007:150).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은 석유산업으로, 1999-2005년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석유생산은 

연평균 약 15%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5년에 카자흐스탄은 하루 124만 

3,000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여, 약 110만 배럴을 수출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총수출에서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높아져, 1999년의 35.5%에서 2004년에는 68.3%에 이르렀다. 2005년 

들어서 석유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 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로 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석유 생산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 (KazMunaigas)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이재영, 2006-2007:150).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경제적인 매력은 한국 기업의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이 국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잘 

활용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발생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불안을 딛고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에너지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재영, 2006-

2007:144). 

 이명박의 2011년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협력에 주력하였다. 

“2011년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는 카자흐스탄 방문 시 38억 달러 규모의 

발하휘 발전소 건설 정부간 협경을 체결하였으며, 40억 달러 규모의 

아뜨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합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채재병, 2014:81)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에 20개 한국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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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쉬 발전소 프로젝트와 아뜨라우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명박 시기에는 한국 기업의 제 2차 철수와 제5차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양국의 경제관계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 추이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며, 다른 한편 

그 글로벌 위기가 기업의 철수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새로운 

진출에는 매력적인 프로젝트 두 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제6차 진출이 있었지만, 예전 

정부들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기 5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계속 감소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한국 기업의 진출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이루어졌다<그림-27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있었다. <그림-27>을 보면 2013년 19개 

회사, 2014년 17개 회사, 2015년 14개 회사, 2016년 12개 회사, 2017년 

10개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때쯤 다시 한국 회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철수가 일어났다.  

이명박 시기에 양국 정부가 발하쉬 발전소 및 아뜨라우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명박 

시기 진출한 회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3년 9월 계약이 체결된 KPLE (카자흐스탄 LG 폴리에틸렌) 

석유화학플랜트 공사는 2015년 5월 공사금액을 둘러싸고 컨서시엄 (GS 

건설, 페트로팩, 린데 등)과 발주처 (LG화학,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화학기업 

KPI 합작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주처와 대주주단 간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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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면서 2015년 9월 공사가 전격 중단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휘에서 생산될 전력구매를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다우토브 바우르잔, 

2017:48). 이러한 프로젝트가 추진된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사들과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회사들의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이는 미래에 진출할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27>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정책은 양국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시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총 회사 수는 74개이다 <그림-27>. 박근혜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였지만,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얻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시기는 한국 기업의 제7차 진출이다. 그러나 이 진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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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짧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출을 예상할 수 없다. <그림-28>에서 보면 

2018년에 12개 회사가 진출하였고, 2019년에는 11개 회사가 진출하였다. 

이러한 것은 양국 간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지나야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진단하기가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예상해 보면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처럼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경제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편이다. 이는 대부분 국가와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기업 진출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8>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필자 직접 정리 (검색일: 2020-01-10) 

 한국 기업들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동기보다 철수동기의 몇 가지 

12
11

0

5

10

15

2018 2019

신
규
법
인
수

(단
위

: 개
)

문재인정부시기한국의기업의 대카자흐스탄진출



129 

원인을 제시한다. 앞에서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철수의 기본적인 원인이 

다양하다. 첫째, 한반도에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한국 기업의 철수를 

초래했다. 1998년과 2008년 위기가 기본적인 요인과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 첫 번째 위기보다 두 번째 위기에 한국 기업들은 위기의 

교훈을 떠올리며 철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급속하게 철수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의 한국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해외에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이 존재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서 가끔 기업의 다수는 

철수를 결정한다. 세 번째, 국내에 있는 기업의 금융상태가 악화되어서 

해외에 진출 중인 기업이 철수하게 되었다. 국내에 있는 본사의 결정에 

따라서 철수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이는 대기업들에 대한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기업 내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모든 기업을 한 자리 그리고 한 손에 모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철수를 억지로 실시한 것이다. 넷째,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이 보호될 

제도나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철수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에 

의존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파악한 국가라 하더라도 조심하게 

활동한다. 카자흐 정부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자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위기의 기간을 예상할 수 

없었다. 위기가 최소 1년, 최고 2-3년 이상 길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하게 되었다. 위기의 기간을 예상하지 못하여 철수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각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여섯째, 자원탐색만 하고, 

프로젝트를 아직 시작도 못 한 기업들은 철수하게 되었다. 기업들 중에 

탐색만 한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한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은 덕분에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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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중에 진출한 회사들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기업만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지는 않았다.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진출하였다. 진출한 회사들 중에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었다. 첫째, 대기업이 진출하였다. 해외국가를 새로운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꼭 한두 개 기업이 동반한다. 정부를 동반하는 회사들은 

신문에서 투자하는 회사로 등장한다.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진출한 

한국기업은 삼성물산, (주) 대우일렉트로닉스, LG 전자, 삼성전자, (주)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동일하이빌, 우림 카자흐스탄, 실로 에너지, 

현대종합상사, 국민은행, 영진 Global Logistics, (주) CAM, LG 상사 등 

기업들이 있다.”(윤성학, 2012:302). 

 둘째, 중소기업이 진출하였다. 이들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카자흐스탄 땅에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에 크게 기여했다.”(abai.kz,2014.01.28). 이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었다. “대기업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내수업종이라 여겨졌던 유통기업들마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시장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소위 ‘한국 탈출’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김현철,2015:166-

167). 앞에서 김현철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모든 정부 동안 한국의 여러 

기업, 전자, 건설, 유통, 무역, 법률, 투어 등 중소기업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고, 카자흐스탄 기업들과 협력하고, 51/49 투자지분 (한국회사 51, 

카자흐회사 49), 70/30 투자지분 (한국회사 70, 카자흐회사 30) 또한 

60/40 (한국회사 60, 카자흐회사 40) 투자지분 (주식과 채권)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중소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한국의 주요 은행, 기업, 회사, 보험 회사 및 건설 회사의 사무실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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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으며 현대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양국의 회사가 

합작 회사를 설립했으며 양측에서 창업자가 나온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업의 이해와 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은 정부 및 상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공동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abai.kz,2014.01.28). 그 중에서 처음으로 롯데 

유통사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다양하다. 셋째, 과거에 이슬람 국가에 진출한 적이 있는 기업들이 

진출하였다. 특히 중동에 진출한 적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경영자들을 이슬람 지역인 중앙아시아로 

파견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의 경험이 풍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노무현 시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많이 진출하였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이슬람 종교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카자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넷째, 한국 기업들은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의 매력적인 자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지역에서 자원 분야에서 활동하면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출하였다. 다섯째,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출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회사들보다 터키, 러시아, 중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출하였다.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에 터키 회사의 수가 많아서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하였다. 이들 중 미국과 유럽 투자 강국들을 제외하고 러시아, 

중국과 터키, 이란 회사들은 한국 기술이나 자본이 강한 기업의 진출에 

우려하기도 하였다. “카스피해 지역에 이미 상당수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들이 아직 개발 여지가 많은 

동 지역에 대해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위세브 

자나르굴,2006:36). 여섯째, 노무현 시기와 이명박 시기에는 한국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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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들끼리 또는 카자흐스탄 회사와 같이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를 추구했다. 이들은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합작 투자를 하면서 

현지의 회사와 법적으로 경영과 금융지분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끼리 지분, 금융, 공영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투자하였다. 그러나 1998년 및 2008년, 2014년에 철수한 한국 

기업들 대신에 다른 여러 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회사들이 들어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놓친 큰 기회이다. 여러 나라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동안에 빈자리를 장악하였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투자 우려가 존재한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 불안정성을 예상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손해를 

입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교역을 증대하고, 방문외교, 

정상외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발전 및 심화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은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국 기업투자, 활동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추세이다. 모든 정부의 영원한 과제는 

경제이고,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은 외국의 기업과 투자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동지역을 뒷밤침할 수 있는 유력한 

자원지역이다.”(채재병, 2014:90).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보였다. 중앙아시아와 

협력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처음에는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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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투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섰다. 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의 결과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투자 분야가 다원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만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세 번째 카자흐스탄 내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정성, 해외투자 자본의 유치와 보호를 위한 조치의 미약 등 

요인들 탓에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튼튼한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정권 초기에 눈치를 보고 

진출한 기업들이 정권 후기에 가면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 기업의 철수동기와 진출동기의 요인과 원인, 상황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이 요인과 원인은 대표적이다. 진출과 철수의 교훈을 

기업이나 정부들이 고려하여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균형 있게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의 경제관계에 이익이 되는 협력에는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들 중에 노무현 정부가 

지혜로운 정책을 추진하였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양국의 관계를 심화했다. 과거를 보면 카자흐 

정부도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를 양측이 

고려하여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과 토카예프 (카자흐 정부)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외교 과제와 노선은 양국의 정책을 

추진하고 상호적으로 관계를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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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경제관계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가 간에 

협력의 폭이 매년 넓어지는 추세이다. 각 정부마다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나자르바예프 정부 동안 에너지 및 자원 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각 국가는 자기의 

경제적 틀에서 움직였다.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경제를 살리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볼 수 있다. 각각의 국가의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및 외교적 역할을 하고, 양국의 기업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외적인 요소들과 국제경제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양국의 경제관계에는 변화나 추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예전보다 높은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모든 정부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는 교역, 수출, 수입 등이 하락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수출, 수입 및 교역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여러 국제정세, 세계 경제 및 외교 상황, 국제경제연합, 동맹 등의 

탄생이 영향을 미친다. 그 상황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교역도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를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정부들의 노력과 외교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 

및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과 기능,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를 모든 

정부는 활용하고, 상황을 언제든지 호전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투자협정, 

무역 서류 등 서명, 관세 등에 관련 추가 합의, 경제협력 등 합의서가 있다. 

양국은 늘 공식적인 방문이나 외교협력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증대시키고 

협력을 강화했다. 양국은 양측이 추진한 외교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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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동안에 자원과 

에너지 개발을 하고, 서로에 경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양측이 서로 여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또한 경제적 수익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양국의 정상들도 국가 간의 방문을 추진했다. 

주목할 것은 양국이 특히 방문이 잦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덕분에 모든 정책, 그 중에 특히 자원과 에너지 정책이 진행되고, 

실현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의 기업 이미지 및 한국의 투자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외교를 수립한 다음에 국가 간에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무역협정, 투자협정 등을 서명할 수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투자, 및 문화에 대한 중앙아시아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것은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을 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다. 첫째, 한국의 중앙아시아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에 대한 접근법이 자원외교를 통해 실행되었다. 둘째, 

방문·초청외교를 통해서 접근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여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한국 및 카자흐 정부 간에 많은 협정이 체결되어었다. 예를 들면,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관세방지에 대한 협정, 비자에 대한 협정, 

문화협정, 기술협력, 항공 협정 등이다. 또한 양국 간의 ‘한·중앙아시아 

포럼을 실현했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중대한 방안을 

협의하고 협력하고 해결책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노무현 시기에 

추진되었지만, 그 포럼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시기에 양국 간에 자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여러 협상을 전개했다. 만약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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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동안 특별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공식적인 귀빈방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들은 협력을 성공시킬 조건들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격상시켰다. 양국 

관계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 중에는 김영삼 시기부터 추진된 

자원외교는 카자흐스탄과 외교관계를 더욱 깊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각 정부의 그러한 적극적인 카자흐스탄 진출에 관한 정책들이 지속되었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협력의 결과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만들어냈다. 

덧붙이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 정책의 성과를 

그 당시 바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경제적, 

정치적인, 외교적 그리고 문화적인 활주로를 마련해 놓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국민들을 위해 

'1달 (30일 기준) 동안 무비자제도를' 설치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신바람'이란 협정을 채택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봉환할 수 있었다.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추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이 카자흐스탄을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외교의 양자 형식으로 외교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종종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가능성으로 인식했다.  정치, 

외교,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카자흐스탄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협력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반영되어 계속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무역 및 기술 측면에서 양자 관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국 사이에는 

경제적인 협력에 비해 정치·외교적인 협력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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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카자흐스탄 관계에는 정치·외교적 협력은 경제적인 협력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우리는 정치 및 국제 

외교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세계 강국 및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기구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세계 여러 

기구 무대에서 카자흐스탄의 외교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중앙아시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화된 배경에 비추어 양국은 대외 정책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무역과 경제관계는 여전히 일관적이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항상 경제관계의 변화와 침체, 상상, 감소 등 

추이의 변화가 있었다. 한·카자흐스탄 무역 및 경제 관계의 문제 중에서 

핵심은 경제 협력이 국가와 정부 사이의 정치·외교 추진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양국 경제관계는 정부의 추진한 정책에 의존하는 경제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추진한 정책과 방문·초청 외교로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처음에 좋아졌다가, 그 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왔다. 

이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경제관계이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만  

발전하는 경제관계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카자흐 경제관계는 불균하게 

발전해 왔으며, 이는 정치적,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조에 의해 설명된다.  

한·카자흐 무역과 경제 관계의 내용과 역동성을 분석한 결과, 검토 

기간 동안 정책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 투자와 무역의 추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영삼과 노무현 시기에는 경제관계가 

꾸준히 발전했다. 무역과 투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며 감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명박과 박근혜 시기에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무역과 투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일관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은 최상의 경제관계라면 일관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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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증가하는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현재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와 

외교보다 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양자 

경제관계의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카자흐스탄 경제 관계를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적, 문화적 및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높은 정치적, 외교적 

협력 관계가 미래에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방문과 초청 외교가 

투자 환경, 무역을 일시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관계, 

투자 및 무역은 국가 지도자의 공식방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높거나 

안정적인 수준, 일관적인  속도와 성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관계가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존재한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 시기마다 자원외교의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무역 부문에 양국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 무역에는 물류에 관한 비용이 큰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무역을 증진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하며, 무역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EAEC에 가입한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무역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측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개발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무역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역 수준에 만족하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발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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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일반적인 무역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무역 흐름과 같이 일관성 있는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양국의 정부나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양국의 정부가 바뀌어도 경제관계에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자 간 새로운 무역증진체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양국은 경제관계에서 자원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 반도체 산업의 기술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약산업과 의료기기이다. 특히 제약 

생산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부문이다. 현재까지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에만 

집중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자원에만 집중하면, 양국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좋은 경제파트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양국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 부문에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카자흐 측이 개선한다면 한국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부문별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공동 기구나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에서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여러 경제협력 프로젝트나 협정, MOU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는 이 합의한 프로젝트나 협정의 실행성이 떨어진다. 

또한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과 카자흐 기업들의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양국의 정부는 경제 관계에 있어서 협력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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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rat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since 1993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kash Dasta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ooperation between Kazakhstan and Korea 

from 1992 to 2020. Specifically, it aims to examine investment and trade shifts and 

answer why with each new government, South Korea’s politics toward Kazakhstan 

varies. In this regard, this thesis looks out for the major foreign factors that influence this 

switch. By analyzing the existing literature, particularly about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it had found that regardless of their domestic and foreign politics, South 

Korea’s and Kazakhstan’s economic cooperation continues to grow.  This is because 

Nur-Sultan, while possessing rich natural resources, is in need of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Seoul, in its turn, aims to invest in that area, which makes it to follow a 

resource diplomacy. Consequently, Kazakhstan and South Korea benefit as their trade 

expands. While analyzing their relations, this study reveals the major factors and causes 

in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se two nations and attempts to predict the new 

waves of cooperation in future.   

Key words: Korea-Kazakhstan economic relations, resource diplomacy, Korea-

Kazakhstan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Eurasia initiative, strategic partnership, New 

Nor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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