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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동향
□ 상반기 실업률 13.2% 기록
o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상반기 실업률은 코로나19 영
향으로 전년(9.1%)보다 크게 증가한 13.2%를 기록했으며, 청년 실업률(16-30세)
20.1%, 여성 실업률 17.4% 기록
o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 감소한 1,273만명이며, 이중 해외취업자 수는
20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3만명 감소
o국내 취업자 중 정규직은 55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1.24만명) 감소했으며, 비정
규직은 5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10.53만명) 감소
□ 우즈베키스탄-EBRD 간 투자협력 동향
o 8.7 우무르자코프(Sardor Umurzakov)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필로우(Allain
Pilou) EBRD 부총재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주택, 환경 등
주요 협력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o 필로우 부총재는 우즈베키스탄 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
스탄 상업은행에 차관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 제시
o 우측은 국영은행 민영화,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에너지 분야 개혁에 대
한 EBRD의 지원과 함께 섬유산업, 여성기업인 등 육성을 위한 EBRD의 자금 지원 희망
□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경제협력 논의
o 8.8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정부간 경제․인프라 개발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우무르자코프(Sardor Umurzakov) 부총리 겸 투자대외
무역부 장관, 아프가니스탄측에서는 아트마르(Mohammad Hanif Atmar) 외교부 장관대
행, 쇼키르(Mohammad Shokir) 대통령행정실장 등 참석
o 양측은 수르한-풀리-훔리(Shukhan-Puli-Khumri)간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
행과 아프가니스탄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중앙
아-남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중국-CIS-EU'를 연결하는 환적 허브로서 양국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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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망 개선방안 논의
o 코로나19 상황에도 금년 상반기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
※ 우즈베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교역량(우 통계위) : (2019) 618백만불(수출 615.1, 수입 2.9) → (2020.1~6월)
333백만불(수출 331.7, 수입 1.2)

□ 상반기 재정수입 58.2조숨 기록
o 우즈베키스탄의 상반기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7%(7.5조숨) 증가한 58.2조숨을
기록, 이중 조세수입이 45.9조숨으로 전년동기대비 17.2%(6.8조숨) 증가
o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한 2분기 경제활동 감소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면세
혜택 증가에도 불구, 1분기 매출액 10억숨 이상 기업에 대한 인상세율 적용과 광물자
원 관련 세입 증가 등 영향으로 증가
o 상반기 재정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7.3%(9.5조숨) 증가한 64.8조숨으로, 재정수지 6.6
조숨 적자 시현
□ 코칸트 FEZ 내 중국산 전기차 모델 조립공장 착공
o 민간기업 Schaffof Omadli Sanoat는 中 Silk Road Company와 합작으로 페르가나주
코칸트 FEZ 내 3만㎡ 규모 부지에 중국산 전기차 모델 조립공장 건설에 착수
o 동 전기차 조립공장 건설에는 총 3천만불이 투자되며, 2021년부터 약 3천불 수준의 전
기차 모델을 연간 2천대 생산할 계획
□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경제협력 동향
o 8.19 모스크바를 방문한 우무르자코프(Sardor Umurzakov)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러시아 오베르츠크(Alexei Overchk) 부총리, 만투로프(Denis Manturov) 산업통
상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투자, 산업협력 등 현안 논의
o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교역이 증가는 등 양국간 경제 관계가 안정적임을 평가하
고, 현재 진행중인 금속, 건축자재, 에너지, 농산물 가공 등 분야 협력과 함께 석유화
학, 섬유, 식품 등 분야 투자․협력도 확대키로 합의
o 러시아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 분야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안하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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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방문시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무역‧경제‧산업 협력
을 위한 MOU' 체결
□ Technopark LLC, 삼성전자 냉장고 위탁생산공장 준공
o 8.29 Texnopark LLC는 타슈켄트에 가정용 냉장고 생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동 공장의 생산설비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를 위탁생산(OEM)하기 위해 한국산 설
비를 직접 공급‧시공
o 삼성전자는 2019.9월 우즈벡전기전자산업협회(Uzelekhsanoat) 및 Artel과 냉장고 위탁
생산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동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의 냉장고를 OEM 생산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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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동향
□ GTL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 코로나19 동향
o 8.1 에너지부 및 우즈벡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는 GTL(Gas to Liquid)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의 코로나19 동향 등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
o 현재까지 GTL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은 90% 완료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현장내 투입 근로자가 11천명에서 2천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중
□ 사우디 ACWA Power, 시르다리야 복합화력발전소 투자사업 승인
o 8.10 시르다리야 1.5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대통령(PP-4799)이 채택됨
에 따라, 3.6 서명된 투자대외무역부-ACWA Power간 투자협약 및 국가전력망공사
(National Electric Grids)-ACWA Power간 전력구매계약(PPA) 최종 승인
□ 한신공영, 페르가나 주정부와 복합주거단지 건설 논의
o 8.13 한신공영은 페르가나 주정부와 영상회의를 갖고, 코칸트 신도시 및 페르가나 스마
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페르가나 주정부는 해당 지역의 지형 및 지질
조사 데이터 등을 한신공영측에 전달하고, 동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진행을 요청
□ KT, 우즈베키스탄 중앙전력관제센터 준공
o 8.20 KT는 우즈베키스탄 전국 80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관리하는 '중
앙전력관제센터'를 타슈켄트에 준공하고 개소식 개최
o 현재 KT는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800만대의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스마트미터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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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998-71-252-3151~3
overseas.mofa.go.kr/uz-ko
uzkoremb@mofa.go.kr
본 소식지의 내용은 우즈벡 기관과 현지 언론 등에 근거하였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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