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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장. 서 론
1. 연구 목적
구소련의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어왔던 CIS 국가들
은 90년대 중반 이후 자원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차츰 경
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단계적인 개혁
을 추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CIS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탄탄한 기초과학기술을 보유하
고 있어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추가 개발과 낙후된 인프라의 정비와 구축에 대
한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CIS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중심국인 러시아와 카
자흐스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나, 인프
라와 에너지 자원 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진출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은 우리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수 있도
록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공사수주 후 원활히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일원으로서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
으로 한 중화학공업이 발달해왔고 역사 문화적으로 중부 유럽의 여
러 나라들과 관계가 깊어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이후 유
럽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우리기업의 진출이 거의 없었다.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건축 붐으로 건설업이 활성화되었고, 지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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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로 2012 축구대회를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시설과 인프라의 정비가 대회 이전까지 발주될 것으로 예
상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연구범위를 국가의
건설시장 환경 전반으로 정하였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진출한 바 있으나 규모면에서 대형공사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출이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건설관
련 축적자료가 거의 없고 정보소스 또한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
회주의 체제를 겪어보았던 CIS의 여타 국가들처럼 정치, 경제여건
상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보에 대한 접
근이 상당히 통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공관의 협조 하에 현지 출장조사를 수행하여 양질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확보된 자료는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현지 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업체와 현
지 업체들의 사례와 경험도 수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우리업
체의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현지 교민들을 접촉하
여 조언을 얻었고 최근 출장자들을 접촉하여 동 지역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단기 출장을 통하여 확보
및 조사가 어려운 건설자재가, 장비가 및 임금 등에 대한 부문은 현
지에 진출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
분화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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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우리업체에게는 아직까지 미개척시장으로 분류되고 있
는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하여 건설시장 환경 전반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본 용역 보고서는 총 7개 장과 1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방법에서는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각 장 별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서론에 이은 제 Ⅱ장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면이 있는 우크라이
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가 개황부터 시작하여 우리와의 관계,
정치 및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제 Ⅲ장 건설시장 동
향에서는 최근 건설시장 동향, 건설시장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수요가 발생하는 인프라, 부동산 및 에너지 부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혹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우리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사
업을 추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 등 제도적 여건과
금융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Ⅴ장 공사투입요소에서는 노동 및
고용관련제도 등을 조사하고 자재와 장비조달 등에 대해서 파악하였
다. 제 Ⅵ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아국업체들이 이들 국
가들에 진출함에 있어 자주 접하게 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정리
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제 Ⅶ장 진출 전략에
서는 이상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업체 진출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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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장. 일반사항
1. 국가 개황
가. 일반현황
ㅇ 위치/면적：유럽 동부/603.7천㎢(한반도의 2.7배)
ㅇ 인구：45.99백만 명(2008 추정)
ㅇ 수도：Kiev (260만 명)
ㅇ 민족：우크라이나인(77.8%), 러시아인(17.3%)
ㅇ 종교：우크라이나정교, 가톨릭
ㅇ 독 립 일：1991. 8. 24 (구소연방)
ㅇ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
ㅇ 국가원수：Viktor Yushchenko 대통령
ㅇ 의회：단원제(450석)
ㅇ 주요정당：사회당, 티모센코블록, 우리우크라이나당
ㅇ 국제기구가입：UN, CIS, World Bank, IMF, IAEA, EBRD 등
나. 경제현황
ㅇ GDP：1,412억달러(2007)
ㅇ 1 인당 GDP：3,070 달러(2007)
ㅇ 화폐단위：Hryvnya (UAH, 96. 9. 2 도입)
ㅇ 회계연도：1. 1～12. 31
ㅇ 산업구조：(2006) 농업 17.5%, 제조업 42.7%, 서비스업 39.8%
ㅇ 주요부존자원：철광석, 석탄,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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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에 이어 2 번째, CIS지역에서는 러
시아,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행정
구역은 24개 주, 크림 자치주, 수도 키예프 등으로 구분된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고, 1996년 6월에 헌법이 채택되어 현재의 공화제
가 구축됐다.
그 동안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우크라이나는 터키 혹은 폴란드의
지배를 받거나, 소비에트연방의 일원으로 존재하여 자립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중동 및 러시아를 연
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럽에서 러시아에 뒤이어 2번째로 큰 국가
로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과 철강,
석탄, 화학산업 등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구소련 붕괴 이후 유럽으로
의 수출시장 전환에 성공한 편이나, 아직도 CIS지역에 대한 교역이
많아 수출의 1/3, 수입의 절반을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는 전
체 수출의 1/5과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명
원 유
천연가스
석 탄
납과 아연
티타늄
철광석
망간광
우라늄

<표 Ⅱ-1 보유 자원>
단위
백만 톤
10억 ㎥
백만 톤
천톤
천톤
백만 톤
백만 톤
천톤

<출처: world fact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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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
153.0
1,148.3
43,300.0
2,213.7
92,717.0
26,321.4
2,276.4
96.0

석탄1)과 철광석은 대표적인 보유자원으로 주요 수출상품이며 티
타늄, 망간광, 우라늄 등 비철금속이 골고루 부존되어 있으나 석유자
원은 매장량이 적은 편이다. 철강, 금속 등 저부가가치 중공업 비중
이 높아 대외경제 환경에 취약하며, 가전 등 소비재산업 기반이 취
약한 편이다. 또한 정부의 투자 부진으로 인프라와 시설이 미비하며,
구소련 시절에 각광받았던 우주·항공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2. 정치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1996년 6월 헌법을 제정
하여 현재의 공화제를 구축하였다.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쿠치마
대통령은 CIS 여러 나라와 관계를 중시하고 아울러 유럽 접근을 시
도하는 등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4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친서방주의자인 유시첸코 전수
상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치성향이 다른 총리들과의 잦은
충돌로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급진적 新서방 성향의「티모
센코」총리와 온건적 신서방 성향의 유센코 대통령간 정책수립에 대
한 갈등이 격화되어 2005년 9월 동 총리가 해임되고, 과도 내각이 수
립되었다. 신헌법에 따른 2006년 3월 총선 이후 야누코비치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친서방성향의 대통령과 친러 성향의 총리간에 정치, 경
제 등과 관련 각종 정책에 이견이 노출되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
되었다. 유시첸코 대통령은 2007년 4월 국회를 해산시키고, 조기총선
을 명령함에 따라 여야간 정쟁이 지속되었다. 여․야간 합의에 의하
여 9월 30일 총선을 실시하여 12월 티모센코를 국무총리로 하는 친
서방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며 정치적인 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1) 매장량 340억톤, 약 200개 광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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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종교,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이 총선 및 대선 때마다 매번 표출되고 있고 국민 통합
및 정치·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
고 철강, 화학 등 공업지대인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
비치를,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수도 Kyiv 중심의 서부 지역은 친
서방인 유센코와 티모센코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2004년 친서방 성향이 강한 유시첸코
후보가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WTO 가입 등으로 친 서방정책이 추
진되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는 소원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2007
년 말에 EU와의 동반자협력협정2)이 만료된 이후 EU와 새로운 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WTO가입으로 향후 서방
과의 협력이 보다 강화 될 전망이이다. 이외에도 유센코 대통령은
NATO가입 준비 단계인 MAP (Membership Action Plan)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친서방파인 유센코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에
너지 공급과 관련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이는 친서방
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06년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및 가격
인상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동국 국제관계의 주요 불안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2008년 3월 3일과 4일 우크라이나가 약 6억 달러에 이르는 가스 채
무를 갚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을 25%씩
모두 50%나 줄였다. 연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즈도 유럽으
2)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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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가스를 줄임에 따라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가즈프롬으
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양측간
가스분쟁이 유럽지역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으
나, 양측이 조속히 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후 동 문제는 안정된 모
습을 보이고 있으나 불거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3. 경제
우크라이나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
비재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철강, 금속제품이 총수출의 42.9%
를 차지하지만,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에 치중되어 있
어 대외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
동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국내 석유수요량의
4/5, 가스수요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
터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아 양국 관계 경색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점이 동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 초부터 구소련 국가에 대해 부여하던
에너지 할인가격 혜택을 폐지하여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양국
간 가격협상 지연으로 인해 2006년 초와 2008년 3월에 러시아의 가
스 공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가격 인상3) 등 일부 조건에
대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구소련 시절에 각광받았던 항공·우주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
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소비재 생산
기반, 교통인프라 및 시설기반 등이 미약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3)‘07년의 1,000㎥당 러시아산 가스가격은 130달러로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되었으며 ‘08년에는
179.50달러로 인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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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최근 국내외 수요증가로 식품가공업, 기계·설비 산업 등
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했지만, 주요 수출대상국인 러시아의 경제회복이 본격화되었던 2000
년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후 러시아 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표 Ⅱ-2 연도별 거시 경제 지표>
2003 2004 2005 2006
구분
47.6 47.3 47.1 46.6
인구(백만명)
49.3 65.2 70.9 111.1
GDP(십억$)
9.4 12.1
2.7
7.0
실질GDP성장률(%)
8.2 12.3 10.3 11.6
인플레이션(%)
3.6
3.6
3.1
2.6
실업률(%)
23,080 32,673 34,287 38,367
수출($백만)
23,020 28,996 32,141 45,034
수입($백만)
1,320 1,549 8,021 4,811
FDI($백만)
6,657 8,353 16,375 21,186
FDI누계($백만)
486 9,525 19,394 22,256
외환보유고($백만)
이자율(%)
7.0
9.0
9.5
8.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07
46.4
141.2
7.3
16.6
2.2
49,248
60,670
8,303
29,489
32,461
8.0

1998년 이후 대폭적인 환율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회복과
경기가 크게 호전된 러시아로의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2000년부터
경제성장률은 5%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3년 9.4%,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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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5년 이전에는 CIS국가 중에
서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되었다.
2005년 들어 국내정치 불안으로 인한 투자부진과 국제 철강시세
하락 등 국내외 요인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2.6%로 급락하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06년에는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에 따
른 가계지출 증대, 철강시세의 빠른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7%
대로 회복되었다. 2007년 경제성장률은 주요 수출품인 철강가격 상
승,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내수 확대 등을 바탕으로 회복되었으나,
2008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고인플레로 인한 내수 진정 등으로 전년
보다 둔화된 6.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
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유럽 경제가 위기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또한
큰 위기에 처해 있기에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경제
성장 속도는 점점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 산업구조
개혁 실패로 외부 충격에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지난해 총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치 불안과 미국발 신용 위기로 1998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물가가 지난 4월에는 30.2%까지 폭등했으며 주가지수도
2008년 초 대비 약 30% 하락하는 등 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지난 5월 물가 급등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여 포지티브(Positive)에서 스
테이블(Stable)로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
장기외채 도입 성공 등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
치 불안과 대규모 해외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리스크등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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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크라이나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S&P도 2008년 6월 동국의 물가상승 및 상품수지 적자 확대가 지
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신용등
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10월에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에 따라 신용등
급을 부정 등급인 Credit watch로 조정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위기는 달러화에 연동된 그리브나화의 약세와
2008년 초 출범 한 신정부의 성장 위주의 재정 정책 때문이라는 지
적이다.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이 지난 5월 그리브나화에 대한 평가
절상을 단행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절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크리아나 정부는 유동성 억제를 위해 지
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금년 4월 재할인 금리를 12%로 인상했고
지난달 초에는 올 인플레 목표를 15.3%에서 15.9%로 상향 조정했다.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社의 파산 이후 그동안 개도국에
집중되었던 투자자금의 이머징 마켓 이탈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
크라이나에서도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되었으며, 국가 신용도하락으
로 해외시장에서의 신규 차입도 여의치 않아짐에 따라 금융시장 유
동성 부족이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0월에만 약 19억달러
를 투입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유
동성 부족에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10월 들어 약 10억달러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결국
정부는 외화 부족 심화로 IMF에 구제금융(165억달러)을 신청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11월 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164억 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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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을 승인하였다. 이로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 자금은 금융위기로 흔들
린 은행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안정화 자금과 은행 예금 계좌를
보증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쓰이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현재와 같이 10%가 넘는 물가상
승률로는 장기 경제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경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 시스템을 바꾸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 장
기외채 도입 성공 등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치
불안과 대규모 해외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전
총리는 IMF 극복책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며 대립중이다. 정치권
의 관심은 오직 2010년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다.
4. 대외 관계
가. 對EU 관계
우크라이나는 독립이후 계속 유럽합류, EU가입을 주요 국정과제
로 설정하고 EU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나, EU는
우크라이나를 유럽국가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구체적인 가입일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Kuchma 전 대통령은 2002년 6월 European Choice 제하 국정연
설에서 EU가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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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자 2004.7월에는 군사노선 수정을 통해 EU가입을 당면 목표에서
삭제하는 등 EU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2005년 1월 23일 출범한 유센코 대통령 정부는 선거공약대로 EU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EU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평가하여 행동계획(Action Plan)의 확
대 및 강화에 동의했으나, EU 가입 또는 준회원국 지위부여를 바라
는 우크라이나측의 기대는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對러시아 관계
양국 관계는 갈등과 우호협력이 반복되고 있다. 독립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흑해함대, 크림반도 문제, 구소련의 권리․의무 승계, 우크
라이나내 핵무기 등 전략무기 폐기 등으로 인해 갈등관계가 지속되
었으나, 양국간 우호협력 협정4)과 경제협력 협정5)이 채택되면서 우
호관계가 복원되었다.
2004년 말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여당 후
보인 야누코비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함으로써 2005년 1월 새로
출범한 유센코 대통령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불편한 관계
에 있었으나, 유센코 대통령도 취임 이후 제일 먼저 모스크바를 방
문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를 영원한 동반자로 규정하였
고, 2006년 8월 친러 세력인 야누코비치 지역당 당수가 총리로 복귀
함에 따라 다소 소원해졌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원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07년 말부터 EU와의 동반자 협력협정
4)
5)

‘97. 5월, 우크라이나의 독립 및 영토 보존 확약
’98. 2월, 가스, 원유대금 부채 지불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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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이 만료된 이후
EU와의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유센코 대통령은 NATO
가입 준비단계인 MAP(Membership Action Plan) 참여를 적극적임
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러시아도 동국에 대한 천
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공급 가격을 인상시켜 우크라이나에게 경
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마찰을 조장하고 있다.
2008년 5월 WTO 가입으로 우크라이나의 국제사회 편입이 가속
화되고 국제사회와의 접촉이 점차 잦아짐에 따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관계도 예전보다 소원해지고 있는 것이 양국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다. 對CIS 관계
유럽합류, EU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유센코 정부
는 CIS 협력에 Kuchma 전 대통령 정부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CIS 정식 회원국이 아니면서 CIS 정
상회의를 유치하고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모든 CIS 활동에
참여 중인데, 러시아가 CIS 국가간 정치. 군사. 경제 통합을 희망하
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CIS가 주권국가간의 경제협력체로 발전되어
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우
크라이나는 CIS 4개국 공동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설립
추진에 대해 관세동맹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자유무역
지대 창설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對미국 관계
Kuchma 전 대통령 정부는 94년 대통령 선거시에는 친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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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에는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감안하
여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왔다.
2002년 9월 제기된 우크라이나의 이라크 무기 판매 의혹으로 미
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지원을 보류하여 양국관계가 악화되었
으나, 2003. 3월 이래 단계적으로 1,600여명의 기갑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에 성공하였다. 2004년 말 민주주의 및
유럽에의 합류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유센코 대통령 정부의 출범
으로 이후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국관계가 더욱 개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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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장. 건설시장 현황
1. 건설시장 동향
우크라이나의 건설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
호황과 맞물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시장은 크게 호텔, 주택
등 부동산 개발과 도로 인프라 건설로 대별되는데 각각 호황을 누려
왔다. 부동산 개발은 지난 8년간 주택과 상업용 빌딩의 건축으로 호
황을 누려왔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들이 제안되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진행되어 왔다.
인프라 부문은 폴란드와 공동으로 2012 European cup 유치가 확
정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인 키예프시와 폴란드 크라코프간 도
로의 고속도로화를 포함한 중서 유럽국가와 연결도로를 고속도로화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도로망 건설 및 정비계획을 발표되
었다. 정부는 우선 상기 프로젝트에 59억 그리브나(약 1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외에 하리코프 등 경기가 열리는 지방 주요
도시와의 연결 고속도로 건설에 41억 그리브나(약 8억 달러)를 투입
하기로 하는 등 운송 인프라의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로 함
에 따라 인프라 건설시장은 다소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발표는 이미 8년 지속된 건축 경
기와 맞물려 각종 건설장비 수요를 폭등시키고 있다. 정부발표 통계
치에 따르면 2007년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은 116억달러로 15.8%의
증가율을 보인바 있으나, 2008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은 59.3
억달러규모로 다소 성장세가 주춤하여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수도인 키예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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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설시장 규모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건축 및 산업
시설부문은 1.1% 감소하였고 비중이 3.7%에 불과한 부지조성 공사
는 3.6% 축소되었다. 반면 설치공사는 3.6% 증가하였다. 건설시장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2.2%의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세바스
토폴을 포함한 14개 지역이 성장세에 있으며 10개 지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1 건설시장 추이>
구분
2004 2005 2006e6) 2007e
건설산업 성장률 (%)
21.30 -8.80
9.80 14.30
건설산업 종사자 (천명)
748.94 775.91 804.26 834.76
가용 노동자 (천명)
20,514 20,474 20,434 20,394
연평균 임금 (달러)
1,595 2,017 2,339 2,687

<출처: BMI 2008. 2>

지금까지 건축부문의 활황을 바탕으로 8년 연속하여 성장세를 지
속해온 건설부문은 200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
기지론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 건축경기의 활황이 계
속되었고 여기에 유로 2012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 경기장 및 인프
라 프로젝트 건설 등에서 비롯된 건설수요 확대로 건설시장은 유로
2012가 개최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금년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 듯 보였으
6) e/f = BMI estimate/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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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초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의 여파가 우크라이나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들이 개발 프로
젝트에 파이낸싱을 제공하거나, 개개인의 부동산 구입 지원에 인색
하게 됨에 따라 사정이 급반전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건설부지의 확
보, 건설자재 인상 및 극히 복잡한 건설 허가 취득절차와 맞물려
2008년 8개월 동안 전체적인 건설생산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주책
건설은 소규모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두자리 성장을 지속해왔던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극심
한 침체에 놓여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현지의 건설 전문가
들도 예상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건
설산업은 아직도 숙련공과 최신식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건
설규정이 단순화되고 유로 2012 대회를 대비하여 경기장, 운송인프
라 및 호텔부문에 많은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세계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2009년에는 기회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프라 및 부동산
경기장의 현대화와 건설비용이 정부 투자예산의 1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2012년 유로 대회는 단순한 축구경기 개
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 대회를 통해서 과거 수십 년간 투
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운송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 비약적
인 투자와 개발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에서
단기적으로 운송부문 대형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이들 운송부문 프로젝트들이 적기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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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우선 일부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믿을 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시행이 불
투명한 상황이다. 많은 도로 프로젝트도 철도와 유사한 재원 미확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부 프로젝트들은 시행에 필요한
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 키에프의 경우 Grand Ring
Road 프로젝트로 수용한 부지에 대한 보상이 문제거리로 등장하여
시당국은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은 2012 유로대회의 준비를 위한 해로 경기장, 도로, 공항
및 철도 등 행사를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다. 운송 인프라
의 구축에 대한 우려가 많은 반면에 민간투자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
는 호텔과 숙박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숙박시설이 부족
할 경우 중소 민간투자가 혹은 시민들이 룸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 투자 프로젝트의
공기내 완공을 어렵게 하는 최대 위협이다. 더구나 개별 우크라이나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처를 선정하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프
로젝트의 처리 과정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 폴란드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주로 민간재원과 은행의 상업차관을 이용하여 프
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어진 부문은
경기의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장의 건설에 있다. 프로젝
트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회개최 시
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전력
- 19 -

1) 개발 현황
총 발전량은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후 경제 상황이 반영
되어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경제호전과 함께 상황이 호
전되어 가고 있다. 총 발전설비는 약 53GW로 전력수요의 2배를 공
급할 수 있다. 화력 발전소는 전체 발전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
으며 원자력이 26%, 수력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연료부족과 설비
노후에 따라 화력발전설비 이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총 전력 생
산량이 감소되기도 하였다.
경쟁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에너지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대통령령에 따라
일련의 조치7)들이 취해지고 그림과 같은 구주로 발전, 송전 및 배전
의 구도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2000년 전력산업부와 석탄산업
부를 통합하여 연료에너지부가 설치되었으며, ① oil, gas and oil
processing, ② nuclear power, ③ coal 및 ④ energy의 4개 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사업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표 Ⅲ-2 발전설비 현황>
구분

(단위: 백만kW, %)

1998

2007

화력

34.4/66.3

33.6/64.1

33.7/64.1

원자력

12.8/24.7

13.8/26.3

13.8/26.3

수력

4.7/9.0

5.0/9.6

5.0/9.6

합계

51.9/100

52.4/100

52.5/100

<출처: Ukrenergo>

2008(예상)

7) 전력사업 활동의 분리(발전, 송전, 배전 및 공급), 전력도매시장 조성, 민영화 , 국가전기 조정위원
회 설립(전력사업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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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업체가 전력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4개 업체8)가 14발전소에 33.6GW의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Dniprohydroenergo와 Dnisterhydroenergo가 참
여하는 수력발전의 경우 Dniper강과 Dnieste강에 5.0GW의 발전설비
가 설치되어 있다. 국영기업인 Energoatom이 독점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5개 발전소에 13.8GW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Ⅲ-3 우크라이나 전력산업 구도>

8) Donbasenergo, Dniproenergo, ‘Entrenergo 및 Zahidene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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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부문은 지난 1998년 고압송전망과 장거리 송전을 전담하던
Ukrelectroperedacha을 개편하여 설립한 Ukrenergo에서 220kV 이상
의 고압 송전망과 장거리 송전을 담당하고 있다. 배전부문에는 27개
업체가 변전소, 배전망 및 계량시스템을 갖추고 25개 지역에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Ukrenergo의 송전시설은
35/110/220/330/ 400/500/750kV로 구성된 22,800km의 송전망과 132
개의 변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4 Ukrenergo 보유 송전망>
구분

kV
kV
kV
kV
kV
kV
kV

800
750
500-400
330
220
110
35
합계

<출처: Ukrenergo>

(단위: 000km)

1998

2007

2008(예상)

0.1
4.08
0.65
12.92
4.01
0.62
0.14
22.52

0.1
4.12
0.71
13.21
4.01
0.54
0.10
22.79

0.1
4.12
0.71
13.33
4.01
0.54
0.10
22.91

주변국인 러시아, 벨라루시 및 몰도바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와는 110, 220, 330, 500, 750 및 800 kV, 벨라루시와 몰도바는
110, 330kV 전압의 송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정부가 1995년부터 착수한 1단계 구조조정으로 전력을 거래
할 수 있는 현물시장이 형성되었고, Ukrenergo에게서 현물거래를 관
리 감독하는 기능을 분리하여 Energorynok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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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물거래시장의 조직과 운영
ㅇ 현물거래시장의 행정처분 및 기금조성
ㅇ 일반발전사업자 및 전기 수입업자로부터의 전력 구매
ㅇ 배전업체에 전력공급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동 합
의서에는 현물시장 참여와 퇴거, 책임과 의무, 전기의 판매와 구매,
운영절차, 관계자 및 시행기관의 책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동 합의서에 따라 의거하여 모든 참여자는 생산 혹은 수입한
전기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Energorynok에 공급한다.
<도표Ⅲ-1 전력 사업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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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크라이나의 전력사업은 상기 도표와 같이 발전업체가 생
산한 전기를 현물시장(Electricity pool)에 공급하면 최종소비자는 직
접 시장에서 전기를 공급받거나, 시장의 전기를 확보한 배전업체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독립공급자가 있어 이
들을 통해 전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배전업체는 정부의 조정을 거
친 요율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나, 독립 공급자는 정부의 조정을 거
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개발 계획
우크라이나가 3개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2,000MW급으로 동남부 Dnepr강 인근지역에 들어설 발전소는
이미 Energo-Atom이 주관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며, 1983년에 착공했
다가 중단된 서부 Dnestr강 인근지역 발전소는 최근 UkrhydroElectric Co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외국의 차관도
입을 추진중이다. 또한 서부 몰도바 국경인근 Prut강 유역에 신규
발전소건설을 계획중인데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건설을 모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수력발전 잠재력은 약 2,300～2,400MW로 추정되며, 주로
우크라이나 중앙 및 서부 지역인 Dnieper, Dniester, Yuzhny Bug,
Tisa 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CIS 국가들 중에서 월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개발된 수
력 발전소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원자력발전소 15기가 구 소련당시 건설되었으며 현재
남부 Yuzhnoe지역에 2기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Westinhouse와 연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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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Khmelynitsky지역에도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외에도 크림지역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08년 8월에 에너지부, 국가전력 규제위원회 및 크림
지역 전력회사 등 관련 인사들이 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협의한 바
있는데,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기 위해선 금융, 전력요금, 변․송전시
설, 연료가스의 안정적인 확보 등이 관건이 되는 것으로 거론되었다.
한편 2008년 11월 중순 현지조사 수행차 Ukrenergo 관계자들9)를
면담한 결과 정부는 중장기 개발 계획인『2010～2015간 전력분야 개
발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이는 늦어도 2008년 말에는 발표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도로
1) 개발 현황
총 도로연장은 43만km로 이중 포장도로는 16만 3,300km로 포장
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이 항공, 철도, 일반도로, 고속
도로 등으로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으나 항공편이 없는 중소도시들
은 철도, 일반도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일부 간선도로는 고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노면상태가 나빠서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를 내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국영기업인 Avtomobilni Dorogy Ukrainy
가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부서인 State Road Service Ukravtodor가
ADU사를 운영하고, 도로망의 확장과 관련 규정도 담당하고 있어 실
9) Borisov 전략개발 실장, Ukrenergo Maksym, Shevchenko 발전소 담당국장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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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개발과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정부는 국내외 민간투자가와 해외 기금을 특히
국제운송망의 일부인 도로의 유지, 재건 및 개발에 유치하려는 노력
을 보였다. 이를 위해 도로 운영을 위한 콘세션법안이 마련되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민간의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의 개보수 및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안은 위험 분담, 손실보상 체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다.
<표 Ⅲ-5 도로부문 차관 도입 내역>
프로젝트
Kyiv-Chop (Chop-Stryy)
Kyiv-Odesa (Zhashkiv Krasnoznam'yanka)
Kyiv-Odesa
Kyiv-Chop (Stryy-Brody)
Kyiv-Chop (Kyiv-Rivne)
Kharkiv-Simferopol, Kyiv-Kovel,
Kipti-Bachivsk, Kyiv-Odesa,
Kyiv-Chop(Brody-Rivne, Rivne
-Zhytomyr)
Kyiv-Odesa, Kharkiv- Simferopol,
Kyiv-Gluhiv, Kyiv-Kharkiv,
Kyiv-Lviv, Lviv-Uzhgorod, etc

계약
연도 총사업비 차관
규모 지원기
관

2007

EUR
100 m
EUR
650 m
USD
100 m
EUR
138 m
EUR
677.5 m
EUR
500 m
EUR
677.5 m

2007

N/A

2000
2004
2005
2005
2006
2006

<출처: Ukravt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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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
75 m
USD
480 m
USD
100 m
EUR
100 m
EUR
200 m
EUR
300 m
EUR
200 m
USD
930 m

EBRD
Deutsche
Bank
Deutsche
Bank
EBRD
EBRD
Citibank
EIB
Morgan
Stanley

정부는 도로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차관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관
도입 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는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차관도입도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입할 수 있는 차관의 한도는 10억 UAH이
었으나, 2006년 5월 정부는 2007년에 Ukravtodor가 총 47억 UAH의
차관(sovereign loan)을 도입하도록 허용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도
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어 2008년 7월에는 정부가 도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될 Ukravtodor에게 200억 UAH 규모의 지급보
증을 약속하여 차관도입이 용이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개발 계획
유럽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용도의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총
4,204.4km의 고속도로가 건설 혹은 개보수 될 예정이다. 2012년 유로
축구대회 준비를 위해 2008～2012 기간중 투입되는 자금은 총 380억
유로로 이 가운데 약 40%인 150억 유로가 우크라이나에서 추진되는
호텔, 스포츠시설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이중 약 1/3
이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도
로부문 투자는 50억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유로 2012 대회 관람을 위한
많은 인파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도
로의 신설과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8년 6월말
기준 375억 UAH가 2012년 EURO 대회 개막전까지 도로건설, 재건
및 유지보수 등에 투입되어 537km의 도로가 신설되며, 78.6km는 재
건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지보수되는 도로는 972km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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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iv-Krakovets구간과 Lviv-Brody 구간에는 가장 많은 약 8억
유로가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Lugansk과 Donetsk 우회도로에 더
하여 Brody-Rivne과 Dnipropetrovsk-Reshetylivka 구간의 도로 건
설도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도 축구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에 많은
도로가 신설되거나 개보수 될 예정이다.
한편 유로 2012 대회의 주요 개최 도시인 Kiev에 도로부문 총 투
자의 절반 수준인 23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은
Kiev의 도로개발에 총 48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
앙정부(23억 유로), 시당국(18억 유로) 및 민자유치(7억 유로)로 재원
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64건의 도로건설(21억
유로)과 차량정비(2억 유로)로 대폭 축소되었다. 2008년 상반기 기준
계획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ㅇ Podolsky Bridge: 2011년 완공예정, 사업비: €760m.
ㅇ Moscow Square overpass: 2009년 완공, 사업비: €44.5m.
ㅇ Leninhrad Square overpasses: 2011년 완공, 사업비: €44.5m.
ㅇ Dniprovski Pier, Vossoedinenia Avenue overpasses:
사업비:€6.8m, 시공중
ㅇ Tunnel under the Dnepr river: 2009년 5월 착공, 2012. 12
완공. 사업비: €340m
ㅇ Reconstruction of Pobeda Avenue: 2008년 착공, 2011. 12
완공. 사업비: €18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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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unnel from the Podolsky Bridge: 2010. 1 ～ 2011. 12.
사업비: €47.7m
ㅇ Reconstruction of the Patona Bridge: 2010 ～ 2012, 사업비:
€67.6m
Dnipr역 부근 이외에 키에프시 전역에 8개의 교차로가 건설되며
도로가 정비된다. 키에프 시당국은 도로공사 관련 장비구입과 27건
의 도로 개선 작업뿐만 아니라 12건의 신규 도로, 16건의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행사준비를 위한 계획은 이렇듯 준비되어 있으나, 재원확보가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를 치르는 각 도
시10)가 속한 주의 주지사들은 지난 5월 70억유로 규모의 해외차관
도입을 총리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다. 공항
1) 개발 현황
공항의 재개발은 정부의 우선 사업중 하나이며, 특히 이에 대한
책임은 교통부에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항들은 개별기업들로 분리되
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교통부에 종속되어 있다. 17개 공항
이 국제공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국제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공항은 8개가 있다.
국내선 수요가 감소하고 국제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기존 공항
의 개장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주요 공항인 Kyiv, Odessa, Kharkiv,
10) Kyiv, Lviv, Donetsk, Dnipropetrovsk, Dodesa, Kharki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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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tsk 및 Simferopol 공항에서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
다. EU의 동유럽 확대와 우크라이나 경제의 회복으로 보리스폴 공
항의 이용객이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선 여객 터미널의 확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인 보리
스폴 공항의 확장을 추진하여 지난 2005년 일본국제협력은행과 191
억엔의 차관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동 사업은
연간 185만명이 이용할 수있는 국제선 터미널을 건설하고 제반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데, Dogus, Alarko, YAD company 등 터키업
체들이 참여하는 콘소시움이 공사를 337백만 달러에 수주하였고 오
는 2010년 11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2) 개발 계획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항의 현대화 사업에 876백만달러를 투자하
여 국제공항에 걸맞게 활주로, 유도로, 역사 및 터미널 등을 건설하
는 중․단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 초 우크라이나 내각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
는 Donetsk 공항 활주로 신설 프로젝트 (UAH 630mn-125백만달러)
를 승인하였다. 또한 Lviv에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정확한
부지와 재원은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하였다. 동 공항 프로젝트는 대
도시에 공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약 10억달러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개발계획인『2020년 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2008년내 마련될 예정에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항개발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1단계 계
획은 유로 2012 개최시점까지 총 9개의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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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21개의 지역 공항을 건설하는데 1단계 9개 공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중 International Boryspil airport 등 3개 공항은 기
존 공항 재건설 및 증축이다.
- International Boryspil airport
- Donetsk airport
- Lviv airport
- Odesa airport
- Zaporizhzhya airport
- Kharkiv airport
- International Kyiv airport (Zhulyany)
- Simferopol
한편 공항건설 프로젝트의 재원은 정부가 조달할 계획이나,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서 확보될 것으로 내부 관계
자11)들은 예상하고 있다.
라. 부동산
1)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2001년까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는데,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토지법 개
정 이후 내국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 이후 부터
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토지는 국가, 공공
기관 및 국민이 소유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서 9개 형태로 구
11) 2008. 11. 14일 교통부 면담.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조만간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1단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8년 말쯤이면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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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고 있다.
<표 Ⅲ-6 토지구분>
구분

용도

1. Lands for agricultural purpose

농업

2. Lands for civil building

거주지 및 공공개발

3. Lands for nature reserves

자연보호

4. Lands for sanatoriums and health
resorts

휴양

5. Lands for recreational use

유흥

6. Property zone historical and cultural 문화, 유적
7. Lands for forest resources

산림녹지

8. Lands for water resources

수자원보호

9. Lands used by the government for
industry, SOC and defense, etc.

국유지(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국방)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으며, 최장
50년간 임차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외국인투
자가에게 토지 매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으나 농지
는 구입할 수 없다.
외국법인과 개인에 의해서 설립된 합작기업은 농지를 제외한 모
든 토지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득이 가능하다.
ㅇ 정부소유 토지는 국회(Verhovna Rada)의 승인을 얻어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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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of Ministers)에서 외국법인에게 매각.
ㅇ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 관련 지
역 위원회가 외국법인에게 매각
2) 부동산 사업 승인 절차
토지사용 시스템은 2001년 10월 25일 도입되고 이후 개정되어 온
토지법에 의해 관리되는 한편, 건설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들
이 채택한 제도, 규칙 및 법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수행이전에 용지사용 승인과 건설업에 대한 라이
센스를 얻어야 한다. 용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그 과정이 오래 걸
리고 상당히 복잡하다.
ㅇ 부지확보
토지의 소유주 혹은 용지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허가 발급과 용지
의 거래 조건에 관련부처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투자가들은 장기
임대조건으로 용지를 확보한다.
ㅇ 건설업면허 신청
건설업 면허는 건설건축부12) 혹은 지방행정기관에 신청한다. 신
청서가 접수된 건설건축부의 특별면허위원회에서는 신청서을 검토하
고 이에 따른 의견을 발표한다. 건설건축부는 건설업면허의 발급을
약 10일 동안 검토한 후 라이센스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기각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면허소지자의 건설활동 가능영
12) Ministry of Building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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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조건은 각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라이센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ㅇ 사업계획 승인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을 허가하는 계획기관은 지역의회(Rada)로
그 권한을 시행정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ㅇ 시공허가 신청
건설업면허(license)를 취득한 경우 계획기관에 특정 프로젝트의
시공허가(Construction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 시공허가의 경우
2개월간 검토된다. 신청서와 함께 부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하는 여타 문서들은 지역 개발계획법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공허가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착공되지 못할 경우 취소된다.
ㅇ 착공허가 신청
시공허가 취득이후 시공자는 착공면허(permit to start building
activity)를 신청해야 한다 동 허가를 취득해야 착공과 유틸리티 설
치가 가능하다. 동 허가는 반드시 시공허가 취득이후 신청이 가능하
다. 착공면허는 지역 건축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1개월간 검토된다.
2) 시장 동향 및 추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의 부동산 시
장이 급격히 개발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키예프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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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요 도시의 아파트가격은 과거 몇 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
다. 90년대 초반에 불과 수 천 달러에 아파트를 구입해왔던 일부 외
국인 투자가에게는 이후 매년 20～40%의 가격인상 뿐만 아니라, 아
파트 임대 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행운도 동반되었다. 외국인 투자가
들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부동산 시장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
은 2004년 11월과 12월의 오렌지 혁명13) 이후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바닥을 쳤던 90년대
초반부터 Kiev, Odessa, Lviv, Dnepropetrovsk 등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Crimea와 같은 휴양지인 지역으로 전이되어
Yalta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수도 키예프 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였
다. 독립 이후 한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이 극복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지역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소 도시의 부동산 가격
의 인상은 매우 낮은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가격
성장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펀더맨틀의 성장으로 인해 향후 몇 년
간은 이러한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붐의 원
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ㅇ 구 소련시절 낮은 주택보급율
ㅇ 과거와는 다른 거주이전의 자유
ㅇ 자본의 도시집중
ㅇ 도시와 휴양지역의 수입증가
ㅇ 투자대안의 부족
ㅇ 90년대 초반 금융위기와 물가인상에 따른 은행 불신
13) 2004년 겨울,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는 야누코비치가 유첸코 후보를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었지
만,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키예프에서 열렸다. 이 시위대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시키며 결국 헌법까지 개정해 유례 없는 재선거를 치르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냈
다. 유첸코 지지자들이 오렌지색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를 오렌지 혁명이라고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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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 론과 모기지론의 이용 증대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이 부족하여 아파트
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영 건설업체였으나 지금은 부문별로
민영화된 6～7개 업체에서 아파트건설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으
로 마감이 포함되지 않은 골조 완공분양으로 선분양하고 있다.
고급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나, 향후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건설붐이 계속
되고 있고, 이자율이 긍극적으로 낮아질 경우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예측이다. 그러나
이 중에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현지 법령이나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 진행 도중 중단되는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약 30㎞ 이내 지역에는 별장 건설
붐이 일고 있으나, 난개발로 전기, 상하수 및 접근도로 등 부대 인프
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향후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시장 현황과 전망
ㅇ 시장현황
세계경제위기가 깊어감에 따라 부동산 부문에 대한 단기 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부동산 부문은 금년 초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철수로 인해 영향을 받아왔다. 전국적으로 공사현장은 작업이 중단
되었고, 부동산의 판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다. 은행은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며,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 중단으로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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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대부분이 완공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Volodymyr
국회 건설건축 분과위원회장은 방송매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건설
공사 가운데 80%가 중단되었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중소형 주
택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Zaporizhya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커 금년 가을에만 가격이 40% 하락하였고, Donetsk, Kharkiv 및
Poltava 지역은 15～20% 가량 가격이 하락하였다.
임대시장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2008년들어 전국
적으로 주택공급이 약 3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임대가격은 Kyiv 지
역 평균 20～30% 가량 감소하였다. 개발업자들은 향후 주택을 판매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사업으로 전환함을 고려하게 될 것이
고, 이로서 현재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임대시장이 새롭게 정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정부가 빌딩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모기지론 이자율에 상한선
을 두는 것에 합의하도록 하여 구매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
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
난 11월 11일 건설산업 지원안을 마련하였다. 티모센코 총리는 동
지원안이 개발업자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서 간접비가 크게 축소되는
데, 지금까지 주택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던 세금을 취소하였다고 밝
혔다. 정부는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동산 부문과 경제 전체
를 소생시키려 하고 있다.
ㅇ 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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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부동산업체인 NAI pickard사의 Pickard사장은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며 최소한 이러한 여
건은 내년 7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은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한 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에 넘겨진 주택이
매각되고 혹은 구입자가 자금 상환을 위해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정리
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Sokrat investment Group은 최악의 경우 단기적으로 Kiev의 주택
가격은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간부족, 소즉증대 및 은행의 지원 등에서 촉발된 부동산 수요
확대로 2008초까지 평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
은 금융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돈줄이 말라버림에 따라 수요는 급
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금 여력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년 봄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하여 한동안 유지
되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막연
한 추정에 불과하기에 그 누구도 향후 시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
다. 일부에서는 2009년 마지막 분기에 경기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2011년까지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부 건설산업 관계자들은 침체된 현실을 부인하고 있다.
긍정적인 시장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Ukrainian Chamber of
Construction의 회장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Volodymyr Polyachenko
씨는 수요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예측을 부인하였다. 특히 키
에프시의 경우 우크라이나 최대 개발업체인 Kyivmiskbud사를 소유
하고 있는 Leonid Chernovetsky 키에프시 시장이 신규 건축되는 부
동산의 가격을 낮추어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키에프 시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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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가격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마. EURO 2012 관련 사업
정부는 유로 2012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로 2012 조직위
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유
로 2012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시설과 인프라의 추진이 필요하고 일
부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투
자계획을 부문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 유로 2012 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장, 교통시설, 숙박시설등 약 400개 총 250억 달러 규모의 크고
작은 건설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표 Ⅲ-7 발주예정 프로젝트 개요>

(단위: 백만달러)

구분
프로젝트 금액
예시
주경기장 신축, 개조
6 1,156 키예프 경기장 등
보조 경기장, 연습
27 819 키예프 풋볼 클럽 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항 증축 및 개조
14 2,058 보리스필 국제공항 등
철도 운송시설
13 2,995 고속 철도 운송 시설 등
도로 운송시설
23 8,162 국도의 고속도로화 사업
국경 세관 개조
1 27 국경 세관 검색대 신설 등
대중 교통시설 현대화
34 3,810 개최 도시 전차 개선 등
숙박 시설
약 300 5,839 중급 호텔 모텔 신축 등

<출처: KOTRA 키에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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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송배전 시설 건설: 47개 변전소 건설 및 14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다. 사업비는 총 UAH 4,523.6mn으로 중앙정부예산
UAH 347.4 mn 지방정부예산 UAH 264.2mn 그리고 투자자를
비롯한 여타재원이 UAH 3,912.1mn에 이를 예정이다.
■ 공항
ㅇ 개보수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총 8개 프로젝트
로 11억 유로 규모이다. Kiev 인근의 공항 2곳과 Lviv,
Dnipropetrovsk, Donetsk, Kharkiv, Odessa 및 Simferopol 공
항의 터미널과 활주로가 개보수될 예정이다.
ㅇ 예상 투자액은 총 UAH 9,468mn (총 투자 프로그램의 7.5%)
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UAH 2,413.3mn와 UAH
38.6 mn를 확보하고, 투자자로부터 UAH 7,016.10mn가 유치
될 예정이다.
- International Boryspil airport
- International Kyiv airport (Zhulyany)
- Hostomel airport
- Lviv airport
- Dnipropetrovsk airport
- Donetsk airport
- Odesa airport
- Kharkiv airport
- Zaporizhzhya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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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hansk airport
- Mariupol airport
- Ivano-Frankivsk airport
- Mykolayiv airport
■ 호텔
ㅇ 다음 6개 도시와 인근 지역에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상 사업비는 총 UAH 2,777.7 mn으로 중
앙정부예산 UAH 824.4 mn, 지방정부예산 1,950.3 mn 그리고
투자자를 비롯한 여타재원이 UAH 3mn에 이를 예정이다.
<표 Ⅲ-8 지역별 호텔 건설 예정 건수>

Kyiv 지역

ㅇ 5성급: 14
ㅇ 4성급: 26
ㅇ 3성급: 38
ㅇ 2성급: 3
ㅇ 기숙사: 33
Donetsk 지역
ㅇ 5성급: 2
ㅇ 4성급: 6
ㅇ 3성급: 22
ㅇ 2성급: 1
ㅇ 기숙사: 6
■ 철도

Lviv 지역

ㅇ 5성급: 11
ㅇ 4성급: 11
ㅇ 3성급: 23
ㅇ 기숙사: 10

Dnipropetrovsk 지역

ㅇ 5성급: 2
ㅇ 4성급: 13
ㅇ 3성급: 7
ㅇ 기숙사: 4

Odesa

ㅇ 5성급: 3
ㅇ 4성급: 20
ㅇ 3성급: 27
ㅇ 기숙사: 3
Kharkiv 지역

ㅇ 4성급: 3
ㅇ 3성급: 7
ㅇ 기숙사: 7

ㅇ 예상 투자액은 총 UAH 13,777.0mn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참여는 없으나, 우크라이나 철도공사(UkrZaliznytsi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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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H 13,777.0mn를 확보할 계획이다.
- Kyiv시 Dnipro river에 철도 및 고속도로용 교량 건설
- Darnytsya 역 승객터미널 건설
- Kyiv-Dniprovskyi역 관광열차 개보수
- 고속철도(334 km) 도입
- 외곽 승객터미널 신축과 Donetsk 역 개보수
■ 축구 경기장
ㅇ 유로 2012 대회의 경기가 여릴 경기장의 신축과 개보수가 필
요한데,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예상 투자액은 총
UAH 5,320.0mn으로 중앙정부에서 UAH 1,500mn를 확보하고
UAH 3,820mn의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다.
– Kyiv, reconstruction of Olimpiyskyi Sport complex(73천석)
– Lviv, construction of the stadium (34천석)
– Dnipropetrovsk, reconstruction of Metalurg stadium (33천석)
– Donetsk, construction of the stadium (50천석)
– Odesa, reconstruction of Chernomorets stadium (50천석)
– Kharkiv, reconstruction of Metalist stadium (42천석)
ㅇ 보조 경기장: 32개 훈련 베이스를 준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의 건설, 재건 및 개보수가 필요하다.
– Kyiv and the region: 9개
– Lviv: 5개
– Dnipropetrovsk: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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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tsk and the region: 6개
– Odesa: 4개
– Kharkiv: 3개
3. 에너지․자원 개발
가. 개발 현황
최근 몇 년 사이 경기 호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석유가스 소비가
크게 확대되었고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스자원을 석유로 환산할 경우
약 23억배럴 정도인데, 이중 87%가 천연가스이다. 석유와 가스 매장
량은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0.2%, 0.6%를 구성한다. 연간생산량은
석유 4.5백만톤, 가스 210억㎥로 이는 수요량의 21%, 22%에 불과하
여 부족분의 상당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産 천연가스와
카자흐스탄産 원유도 러시아를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표 Ⅲ-9 원유 천연가스 생산·소비 수입현황>
1990 1995 1998 2007
2010
구분
Real Real Real Min Max Min Max
원유생산(백만 톤)
5.2 4.2 3.9 4.5 5 5 6
원유소비(백만 톤)
60 19 16 21 42 24 46
가스생산(10억㎥)
28.1 18.3 18 20 27 20 35
가스 소비(10억㎥)
118 83 80 87 89 95 103
원유(백만
톤)
54.8
12 16.5 37 19 40
수입 가스(10억㎥) 71.2 14.8
64.7 62 67 62 75 68

<출처: KOTRA, Kiev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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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서부 Carpathian 지역, 동부 Dnipro-Donetsk 지역 그리고
남부 Black Sea-Azov Sea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DniproDonetsk지역의 120개 석유가스정에서 우크라이나내 생산되는 석유
의 90%가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00개가 넘는 석유가스정을
통해 13억배럴의 원유와 52억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생산되었다. 동
지역에서 3.8km 이상 심층가스전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Carpathian 유전은 7억배럴의 원유와 8조 Cubic Feet(CF)의 천연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km～4.5km의 심층까지 탐사
가 이루어졌고, 탐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심층은
추가 탐사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표 Ⅲ-10 석유․가스부문 생산구도>
탐사 및 생산

석
유

가
스

운송

판매

Ukraine14)

Naftogaz of
• Ukrnafta
• Chornomornaftogaz
Others
• Nadra of Ukraine
• State-owned &
private companies

Naftogaz of Ukraine
• Ukrtransnafta

Naftogaz of Ukraine
• Naftogaz
• Ukrnafta

Naftogaz of Ukraine
• Ukrgazvydobuvannya
• Chornomornaftogaz
• Ukrnafta

Naftogaz of Ukraine
• Ukrtransgaz
(outside of Crimea)
• Chornomornaftogaz
(in Crimea)

Naftogaz of Ukraine
• Gas of Ukraine

<출처: Ministry of Fuel and Energy of Ukraine >
14) 생산의 97%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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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gas supply
companies(25)

Black Sea-Azov Sea 지역은 가스 매장지역으로 흑해 우크라이
나 해역의 경우 날씨가 온화하고 수심도 최대 100m 내외로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구소련시절 기술과 장
비부족으로 인해 동지역에 대한 탐사가 간과되기도 하였으므로 세부
탐사를 통해 가스의 매장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국영기업인 Naftogaz와 자회사인 Ukrtransgaz와 Ukrtransnafta가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 산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가스거래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Ukrtransgaz와 Ukrtransnaft는 석유가스 운송 및 배
송설비와 저장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 회사의 설비는 민
영화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정부는 미래시점에 Naftogaz의 일정 지분
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될 경우 우크라이나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참여가 예상된다. Ukrgazvydobuvannya가 천
연가스의 97%, Ukrnafta와 Chornomornaftogaz가 원유와 콘덴세이트
의 96%를 생산하고 있다. Ukrnafta는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생산업
자로 국내생산량의 94%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
구하고 석유가스 채취부문에 있어서 외국업체들의 성공적인 운영사
례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Ukrnafta 혹은 Naftogaz의 자회사들과
합작회사를 설치하거나 합작활동을 하고 있다.
가스파이프라인의 총연장은 35,600km로 Naftogaz가 운영하고 있
다. Naftogaz는 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290억입방미터의 가스를
운송하고 아울러 320억입방미터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
소를 운영하고 있다. Ukrtransnafta는 연간 68백만톤의 원유를 운송
하고 있다. Druzhba 송유관은 서부 정유공장 2곳에 원유를 공급하고
또한 러시아의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Prydniprovsky 파이프라인은 중부, 서부 및 남부지역 정유공장에 원
유를 공급하고 Odessa와 Novorossiysk의 석유수출 터미널에도 원유
- 45 -

를 공급하고 있다.
석유터미널은 Odessa, Yuzhny 그리고 Feodosia에 구축되어 있
다. 연간 20백만톤을 처리가 가능한 터미널로 우크라이나에서 환송
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처리하고 있다. 9백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Yuzhny 터미널은 2001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Odessa-Brody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폴란드에 석유를 운반하는 Caspian
crude transit rout의 일부분으로 그 중요하다. 2004년 이전에는
Odessa-Brody 파이프라인의 남부 노선과 Yuzhny 터미널은 러시아
산 원유의 운송에 이용되어 왔다.
석유가스의 생산과 운송은 국가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지만, 정유
및 석유판매는 대부분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
<표 Ⅲ-11 정유 플랜트 현황>
정유 플랜트명
소재지
소유주
Lysychansk LINOS
동부 TNK-BP
Kremenchuk NefteOrgSintez
중부 Government,
Ukrtatnafta,
Group,
Kherson
남부 Alliance
Kazmunaigaz
Odessa
남부 Lukoil
Halychyna
서부 Halychyna
Economic Union
Naftokhimik Prykarpattia
서부 Privatbank

<출처: Ministry of Fuel and Energy of Ukraine >

6개 정유공장의 원유정제 능력은 연 53백만톤에 달해 CIS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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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 2위에 달하나, 실제활용은 용량의 50%에 불과하다. 민간투자
가들은 정유 플랜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의 업그레이드에 투
자를 집중하고 있다. 운송산업 및 물류의 발달과 차량의 증가로 석
유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장은 2005
년 60억달러에서 2007년 80억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는 저품질의 연료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고품질 연료를 선호하는
등 기호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석유제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유 플
랜트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정부가 수입산 석유제품에 대
해 무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고품질 외국산 석유제품의 유입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2005년 10%에 불과하던 외국산 석유제품의 비중
이 2007년에는 45%까지로 확대되었다. 우크라이나 정유플랜트의 단
점중 하나는 바로 유럽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여 생산 효율이 낮다는 점이
다.
가스 처리 플랜트는 5개가 있으며 정유 플랜트와는 다르게 대형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종속되어 있다. Hnydytsevsky, Kachanivsky
그리고 Dolynsky 플랜트는 Ukrnafta에 속해 있고, Shebelinsky와
Seleschensky는 Ukrgazvydobuvannia에 포함되어 있다. 플랜트의 규
모가 작아 연간 1.2백만톤의 가스생산이 가능하다.
나. 개발 및 투자 계획
ㅇ 석유․가스전개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2006년
1월부터 46달러/1,000㎥에서 95달러/1,000㎥로 인상되고 2007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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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2008년 다시 180 달러로 인상돼 에너지 수입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석유․가스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흑해 유전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흑해와 아조프 해에는 수십억 배럴에 해당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으나, 정부는 흑해 크리미아반도 Prykerchenska지역 대륙붕 1만
2960㎢에 대한 개발을 2007년 10월 미국 Vanco사와 생산물분배계약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이 최초의
흑해 개발 계약이므로 향후 구획별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유 및 가스처리설비
우크라이나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은 2006년 약 85억달러로 GDP의
9.2% 내외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민영화된 이래 시설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EU의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
지 못해 내수용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들은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생산 시설을 폐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
기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유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
다. 이들은 연간 1,500만톤(90억달러 규모)을 소비하는 자동차용 휘
발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EU시장 진출을
위해 시설의 현대화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Kremenchuk, LINOS, Odesa 및 Kherson 정유공장의 설비확장과
업그레이드가 진행중으로 진행 상태는 각기 다른 상황이다. 석유생
산업체인 Ukrnafta는 Kachanivsk 정유 플랜트의 재건과 업그레이드
를 추진할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가스생산업체인 Ukrgazdoby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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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기의 가스처리플랜트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ㅇ 석유 파이프라인
석유운송사업체 독점 참여하고 있는 UkrTransNafta는 OdessaBrody 파이프라인과 Yuzhny 석유터미널을 운영하고 카스피해산 석
유의 중부 및 남부유럽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 콘소시움을 물색
하고 있다.
ㅇ 가스 파이프라인
가스운송업체인 UkrTransGaz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가스
파이프라인의 개보수에 참여할 장비공급자 및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독일 등과 유럽의 가스 공급의
40%을 책임지게 될 가스운송 콘소시움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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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장. 건설사업 관련 제도
1. 외국인 투자제도
가. 투자동향
우크라이나의 해외 투자 유치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는 연간 투자액이 10억달러를 넘어 섰고 2005년도에는 국영 제철소
의 매각에 대한 외국투자 증가로 80억달러를 넘어서는 급증세를 보
였으나 2006년에는 절반 수준인 48억달러로 감소되었다.
2007년 하반기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
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투자는 83억달러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수가 15,389여개에 달하기도 하였다. 2008년 1～9월 기간 동안 집계된
외국인 투자는 85억달러로 지난해 투자 유치액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
록하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지난해 39억달러에 달하였던 것에 비해 금
년도에는 9월까지 79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
려한다면 금년 말까지 1천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1 연도별 투자 유치 및 해외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1～9월
투자유치 1,696.3 8,021.3 4,810.8 8,303.4
8,524.3
해외투자
9.9
42.3
3.30 3,981.1
79.5
투자수지 1 686.4 7,979 4,807.5 4,322.3
8,444.8
<자료: KOTRA, 국가정보>

- 50 -

우크라이나로 투자한 국가를 보면 사이프러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네델란드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버진아일랜드등 미주지역 국가
와 러시아 폴란드 항가리등 인근 국가들이 주 투자국이다. 이들의
투자가 전체의 85% 이상을 점유한다.
2008년 1～9월 기간중 투자는 대상 산업별로 볼때 도소매업, 철
강 및 금속산업, 식품가공, 부동산, 금융업, 운송 및 금융 순의 투자
가 이루어 졌으며 지역별로는 수도인 키예프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
어 키예프 시에 4,046개 업체, 36억달러가 투자가 유치된 것을 포함
하여 광역 키예프 지역의 투자가 총 4,390개 업체, 42억달러에 달하
였다. 뒤 이어서 드니프로페 트로스키 지역에 753개 업체, 17억달러,
오데사 지역 715개 업체, 5억달러가 유치되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외국인투자가 매우 부진하였으나 정
부의 민영화추진으로 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영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크라이나내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되지만 규모가 아주
큰 경우와 일부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매각됨으로써 그 대금이 외자
유치로 기록되고 있다.
일예로 2005년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 기업인 Krivorozhal Steel
Mill의 Mittal社 매각으로 외국 투자 금액이 급증한 사례15)가 있고,
은행부문 개방확대로 인한 FDI 유입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 1/4분기에도 은행부문에 대한 FDI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총FDI 유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24억달러를 기록
하기도 하였다.
15) 2005년 10월 인도에 본사를 둔 독일 기업인 MIttal Steel에 48억 달러에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
었고 이 매각 대금과 운영 개선 비용이 독일에서 송금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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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유치 관련법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기본법은 1996년 3월에 제정된 외국
인투자법(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Regime")이다. 동 법에
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분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일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외
국인투자기업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
지 않으며, 철수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자이익을 자유로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8월까지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통신 및 보험 산업 부문에
외국인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1년 8
월에 동 규제조항이 폐지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가 가
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절차상의 제한사항이 많아
투자진출 환경이 나쁜 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자동
차 및 차량부품 생산, 소비자용 가전제품 생산, 기존 제조공장의 현
대화, 농산물 가공분야, 에너지산업 등이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이 활발하지만,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2001년까지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외국인과 내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2001년 토지법 개정 이
후 내국인에 한해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2010년 이
후부터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외국인은 원
칙적으로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으며, 최장 50년간 임차 사
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정부는 토지매입을 허용하는 조치
를 취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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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법인 설치제도
가. 현지 법인
우크라이나에서 회사 설립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법인을 선택할
수 있다.
-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16)
- 주식회사 : Joint Stock Company17)
- 추가책임회사: Additional Liability Company18)
- 합작회사: Limited Partnership19)
- 합자회사: Full Partnership20)
우크라이나 법규상 단독투자와 합작 투자에 따른 법적 지위상의
차이점은 거의 없으며, 회사 형태(유한 회사 또는 주식 회사)에 따라
법정 자본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한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35,000그리브나 (약 6,800달러)이며, 주식 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437,500그리브나 (약 85,000달러)이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등록절차에 관한 결정(Regulations on
the Procedure for State Registration of Foreign Investment)에 따
라 자치공화국정부, 지방정부, 시정부차원에서 등록되어야 하며 미등
록시는 모든 법적 혜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6)
17)
18)
19)
20)

tovarystvo zobmezhenoyu vidpovidalnistiu
aktsionerne tovarystvo
tovarystvo zdodatkovoyu vidpovidalnistiu
societe encommandite/komandytne tovarystvo
povne tovaryst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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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등록 절차>
기업형태 결정

l
l
l
l

대표사무소

등록 필요 문서 준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작회사

재원조달 문서 준비
문서공증

↓

임시은행구좌 개설

↓

등록

↓

연기금 등록

↓

사회기금 등록

↓

세무서 등록

↓

회사 인감 제작

↓

은행구좌 개설

ㅇ 1단계 공증
법인의 정관 등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의 공증(필요시21))
ㅇ 2단계 임시은행구좌 개설
등록전까지 납입자본금의 50%를 들여와야 함. 구좌개설 비용
은 최고 100UAH, 소요기간: 1일
21) 제출하는 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1961년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에 의한 Apo stille stamp가 부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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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단계 등록비용 이체
등록비용 1～7UAH, 소요기간: 1일
ㅇ 4단계 등록사무소(State Registar) 등록
다음 문서를 준비하여 등록사무소에 등록을 마침. 11일이 소
요되며 비용은 170UAH임.
- 등록카드(소정양식에 기재)
- 법인 설립자의 설립 결정서 2부
- 법인 등록수수료 납부 확인서
- 설립기업의 본국에서 발행된 무역, 금융, 법원 등기부 초본
법인 등록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등기소는 장부에 서류 접수일자
를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서류 접수 확인서를 송부해야 하며, 등록절
차를 개시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등록을 거부22)할 사유가 없는지 검
토하는 것이다. 국가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등기소는 법
인설립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세무서, 국가연금기
금(State Pension Fund),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법
인 신규 등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ㅇ 5단계 국가통계위원회23) 등록
등록 사무소에서 이미 일부정보를 국가통계위원회에 통보하
나, 이와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함.
투자절차위반 적법한등록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투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일 이
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밝히게 됨 추가적인 특혜 대상인 투자의 등록거부시는 추가정보 제출일로부
터 일이내

22)

,

,

(

21

)

23) State Statist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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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단계 국세청 등록 및 부가세 번호 취득
연매출 1백만UAH인 기업들은 6～10%의 통합납세자로 등록
할 수 있음. 10% 통합 납세자는 VAT납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소요기간: 10일, 소요비용: 17UAH
ㅇ 7단계 법인 인감등록
소요기간: 5일 소요비용: 98UAH
ㅇ 8단계 은행구좌 개설 및 통보
나. 대표 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지사로써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한 법
인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
초기에 연락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 연락
사무소는 단순히 수출입을 중계하거나 시장 조사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법령상 대표사무
소를 2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영업으로 이윤을
내는데 관여를 하는 상시 연락사무소와 간헐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
는 형태로 구분한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에 우리업체들에게는 설치할 가치가 없다.
3. 건설 규정 및 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여타 CIS 국가들처럼 러시아 건설규정인 SNIP
(Construction Code)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도 이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Code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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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60～65%정도 Code가 개정된 상태인데, 이
중 35%는 유럽의 표준을 채택하였다. 향후 1～1.5년내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당기간은 SNIP이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수 많은 법이 있으며 세부
목록은 부록에 별도로 정리하였고 이하 본문에서는 면허제도와 입찰
제도 등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가. 면허제도
ㅇ 건설업 면허제도(Construction license)
건설면허의 발급은 지역개발 건설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24))에서 담당하고 있다. 활동지역상의
제한이 없어 우크라니나 전역에 걸쳐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건설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외국업체와 내국업
체간의 차이는 없으며 건설면허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소
요기간은 10일로 알려져 있으나, 과거 1개월 이상이 걸렸던 것에 비
추어볼 때 신청시 이를 고려해야 하겠다.
- 신청서25)
- 정관의 사본(공증)
- 등록증 사본(공증)
24)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 주소: Ukraine, 01025, Kyiv - 25, Velyka Zhytomyrska Str., 9
- 전화: 8(044) 278-49-47, 278-63-08, 팩스: 278-83-90
- E-mail: press@minregionbud.gov.ua, 홈페이지: http://www.minregionbud.gov.ua/
25) 신청서 양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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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등록증 사본(공증)
- 통계청(Goskomstat) 코드 사본
- 라이센스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은행구좌 정보
- 이전 라이센스 사본(과거 보유했을 경우)
- 임대 사무실 공간(계약서)
- 사무실 임대 증명서 사본(공증)
- 대표이사 임명 결정서
- 노동자 보호 각서(2008년 도입)
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 신청이후 은행에서 재
정 상태에 대한 보증과 업종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
며 현지업체의 경우, 관련 업계의 추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업 관련 2274개의 면허가 2008년 9월까지 발급되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 정부의 승인으로 2008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라이
센스 승인 절차가 도입되었다. 라이센스 발급은 중앙 국가건설건축
검사위원회26)와 키에프와 세바스토폴을 포함한 각 지역 국가건축엔
지니어링 검사위원회27)에서 담당하나, 라이센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된다. 중앙 국가건설건축 검사위원회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설계, 고층건물건설, 비거주자 라이센스(외국인 포
함)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업체의 편의
를 위해 라이센스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중에 있다.
- 라이센스 기간 갱신은 기간만료 10일 이내에 신청
- 라이센스가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신청
26) State Inspection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Держархбудинспекциею)
27) State Inspectorate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Control(інспекції державного архітектур
но-будівельного контрол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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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 허가 (Construction permit)
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관련규정은
건설·건축부(Ministry of Construction & Architecture)가 1993년 채
택한 국가건설기준(State Construction Norms of Ukraine)의 DBN
A.3.1-2-93에 규정되어 있다. 허가 기관은 Main Center on
Licensing of State Committee on 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Housing Policy of Ukraine이다.
ㅇ 제출서류
- 회사 등록지 소재 Trade Register 발급 초본
- 회사 재정(신용)상태 관련 은행 증명서
- 건설관련 피고용인의 전문적 기술 수준(professional
structure & level of qualification) 관련 증빙서류
- 업종 특징(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base)
- 엔지니어링 이용도 관련 데이터(data on availability of an
organizational and building engineering)
- 건설공사 수행 확인서(License on fulfillment of civil
works, acting in the company)
- 최근 2～3년 내 시공한 프로젝트 리스트 혹은 내역 (List of
main objects constructed by the company at the last 2 to
3 years)
- 발주자의 보증(Recalls, references of the customers)
- 사용자재에 대한 세부설명서
- 면세 자재의 항목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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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제도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재원에 따라 입찰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
다. EBRD 혹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이들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정부재원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조달법의 적
용을 받아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개정 발표된 조달법에 따
라 입찰이 진행되면서 입찰 비리가 자주 거론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달시스템을
EU 등 국제표준에 상응하도록 하기위한 법안28)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006년 개정된 조달법이 적용되
고 있다.
분산조달국가로 과거에는 국가재건개발청(National Agency of
Ukraine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국제기관과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였으나, 정부기구축소정책으로 경제부에 편입, 정부조
달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기관 없다. 우크라이나는 물품 구매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 조달기관이 없어 해당 정부기관이
물품 및 용역 구매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조달제
도가 안고 있는 취약점으로는 ① 입찰공고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②입찰조건에 대한 기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③입찰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④입찰 과정에서 당초에
없던 입찰조건이 추가되거나 입찰기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
며 ⑤입찰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관련 분쟁해결 절차
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28) On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services with wate funds (No. 2263-1 of May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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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관련법은 3개29)가 있으며, 정부재원으로 추진되는
30,000그리브나(6,000달러) 이상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시 적용
된다. 공사의 경우 300,000그리브나(60,000달러) 이상에 대해서 적용
된다. 아울러 정부소유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조달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일부 항목, 즉 수도, 난방 및 전기공급; 하수처리, 하
수시스템의 유지; 우편 서비스; 라디오, TV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등
은 예외이다.
ㅇ 입찰공고 및 결과 발표
정부기관의 모든 입찰공고는 정부 간행물인 Vestnik Gosudarst
-vennykh Zaknpok (State Procurement Bulletin)에 게재토록 되어
있으며, 20만유로 이상의 물품 구매계약, 30만유로 이상의 용역계약
이나 4백만 유로 이상의 공사계약을 위한 국제입찰은 국제 간행물에
도 공고토록 되어 있다.
정부 조달물자의 구매계획이 내각을 통과하면, 각 정부부처는 이에
의거하여 입찰을 실시하는데, 공개 및 제한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은 마
감일 최소 45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입찰회의소(tender chamber) 의
승인하에 공개입찰 21일, 제한입찰 15일로 단축될 수 있다. 2단계입찰
의 경우 1단계에 대해 30일이 주어지고, 기술 명세서가 포함되는 2단
계에 대해서는 최장 15일이 주어진다. 2단계(Two stage) 단축 입찰의
경우 시간단축을 위해 별도의 절차없이 1단계, 2단계 입찰에 대해 각
각 마감일 21일과 10일이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 결과는
계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하는데, 20만유로 이상
he Law on Public Procurement, enacted on February 22, 2000 (last amended on
December 15, 2005 as discussed earlier); 2. The Law on Supply of Products for State Needs,
enacted on December 22, 1995 (dealing with government reserve, education, and services) 3.
The Law on Defense Contracts for Government Account (enacted on March 3, 1999)

29) 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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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화, 30만유로 이상의 서비스 그리고 4백만유로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영어로 공개되어야 한다.
ㅇ 입찰제한
입찰법에는 입찰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같은 조건이면
내국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20만유로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30만유로 이상의 용역계약이나 4백만유로 이상의 공사계약을
위한 국제입찰에서는 조건이 같으면 내국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또한 내각에서 국제입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제한하게 된다. 아직
도 내국자 우대가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입찰자들에게 자국산 자
재와 인력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입
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국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매 계약이
World Bank 또는 EBRD 등 외국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금
공여기관의 요구에 의해 국제 입찰이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ㅇ 조달방식
조달에 이용되는 입찰방식은 6개가 있다. 공개, 제한, 2단계입찰,
가격제안(quatations), 단독입찰(single source assignment) 및 수의
입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입찰방식은 공개와 수
의입찰이다. 제한입찰의 경우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저 10만달러
이상의 규모에 적용된다. 공개입찰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30,000그리브나, 단일거래선(공사)에 대해서는 300,000그리브나(60,000
달러)이상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가격제안 방식은 상한선이 정해
져있어 100,000 그리브나 (20,000달러) 미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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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평가 및 낙찰 기준
가격은 기성제품조달 등 단순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요소일
뿐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입찰에서는 입찰자의 경험, 자격, 운영비
및 기술이전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들 평가요소는 입찰에 있어 비중
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평가요소를 가격으
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으나 조달법과 하부법 어디
에도 평가요소의 적용 혹은 가격대체에 대한 완벽한 안내는 없다.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저낙찰자는 입찰 문서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요건에 부합하고 최
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로 한정된다. 최저가 기준은 단순조달에서는
이용될 수 있으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비용이 주요 요소가 되
는 복잡한 플랜트 혹은 장비 등의 조달에서는 될 경우 적용될 수 없
다. 인도 일정, 부품비용, 교육 및 라이프 사이클 비용 등 평가요소
들이 고려될 것이다. 그러나 조달기관들은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고
려한 복잡한 평가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평가요소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ㅇ 분쟁해결
2005년 7월 조달법의 수정으로 입찰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
결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하여
입찰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상의 불만을
입찰회의소 뿐만 아니라 발주처, SCC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불
만이 접수될 경우 입찰은 20일 동안 진행이 중단된다. 입찰문서 중
기술명세서의 질은 현행 입찰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조달
법이 입찰문서와 기술명세에 대해 상세한 명시를 하고 있으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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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표준 입찰문서30)가 보급되지 못하였다. 부적절한 기술명세가
가장 빈번히 계약분쟁, 중지 및 입찰절차의 취소에 원인이 되고 있다.
4. 통관제도
가. 통관
통관 검사는 세관과 업체간의 협의에 따라 도착 즉시 항만ㆍ공항
에서 대부분 실시되지만, 사전 간이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 목적
지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관세청 연락처와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다
음과 같다.
<표 Ⅳ-3 관세청 및 통관 필요 문서>

ㅇ 관세청 (The State Customs Service of Ukraine)
- 주소: 11-g, Dehtiarivska Str., Kyiv, Ukraine, 04119
- Tel:(044)247-28-36, Fax: (044) 481-18-89
- E-mail: dmsu@customs.gov.ua

ㅇ 통관 필요 문서
- 수입업체의 항만 및 공항 세관 등록증ㆍ은행 계좌번호
- 업체간 수출입 계약서(운송조건 확인)
- 러시아語로 작성한 선적서류
- 세관 제출용 가격리스트
- 수입면허 발급확인서(GTD)
30) 지난 2001년 경제부는 세계은행의 SBD를 근간으로 하는 표준입찰문서를 준비한바 있으나,
DCSP의 폐지로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

- 64 -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그 심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물품 검사, 관
세 및 부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
결된다. 항만에서의 검사는 일단 항만담당 세관이 물품과 서류를 대
조하여 이상 없이 도착 했는지 여부만 체크하는 것이다
<도표 Ⅳ-1 통관절차 흐름도>
Odessa항
Odessa 세관

상품은 Kiev세
→ CIP
관으로 배달

Certification
Authority
방사선 검역
위생 검역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물품 수령
나. 관세
수입상품 종류ㆍ수출국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차등 적용
되는데, CIS국가 제품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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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15%)만 적용된다. 관세율은 평균 5.46%로
품목별로는 농산품이 평균 19.03%로 비농산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
타의 국가들 중에서 관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에 의해 우대관세(GSP)31)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서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구분의 근거법은
"수입 관세법(Law on the Unified Customs Import Tariffs)"이다.
수입 관세율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대개 유사 수입품목이 우크
라이나에서 생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대개 사전 공고없이 변동시켜 적용하고 있어 수시로 확
인32)할 필요가 있다. 관세는 크게 전체 관세와 특혜 관세로 대별되
는데, 특혜관세는 우크라이나와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합의한 국가
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적용되고 전체관세는 여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 의 수입에 적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CIS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
고 EU와는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
나,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러시아 및 스위스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국가에 최혜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
이나와 관세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대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다. 과세 결정
31) 우대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의 50%인 경우가 많았으나 2005년에 2번에 걸쳐 관세율을 인하하면
서 대부분 품목의 우대 관세율과 일반 관세율을 동일하게 변경.
32) www.mdoffice.com.ua로 접속한 후 왼쪽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УКТ ЗЕД “HS cod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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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들은 판매가격, 운송비, 화물운송비, 보험료, 보관비 및 계
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기타비용을 포함시켜 산정한다. 해당
상품에 대한 적합한 과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명
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생산
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가격을 책정해 과세하기도 한다.
수입 상품 대부분은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약 20%의 VAT가 부
가된다. VAT는 관세 및 물품세를 포함한 제품의 과세 가격을 기반
으로 산정되며 세관 통관시에 지불해야 한다. VAT 면세 제품은 원
료, 부품, 장비, 기계의 생산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기업이 필
요로 하여 수입하는 에너지가 포함된다. 한편 물품세는 주류, 담배
석유제품, 자동차 및 보석 등 사치품에 대해 부과되며 10～300%까
지 부과된다.
라. 유의 사항
일선 세관원들이 사소한 서류미비를 빌미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례 빈번하다.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면허와 수출원
가 평가서ㆍ수입대금 先지급 계약서 등을 현지 세관에 제출하면 통
관시간이 경감되나,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관세ㆍ부가가치세 기
준가격을 수출 송장이 아닌 자체 물품 가격표에 근거해 산정하기 때
문에 비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세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마찰을 일으킬 경우, 검역시간 연장
으로 창고 유치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보관료가 발생, 업체
입장에서 손해가 막심하므로 세관과의 마찰 최소화가 필요하다. 일
부에서는 현지 통관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점을 이용하여
세관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관세ㆍ부가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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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기도 한다. 세관과 결탁한 전문 통관 브로커 또는 운송업
체 등을 고용, 세관 묵인하에 실제보다 30～50% 가량 낮은 가격에
신고하고 통관시키기도 하나 불법은 외국인 사업자에게 항상 약점으
로 역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5. 외환 및 과실송금 제도
가. 외환관리법
외환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은 없으나, 1993년 2월에 발표된
외환규정, 외환통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에 관한 내각령, 외환수익처분
에 관한 임시규정에 관한 내각령에 따라 외환관리관련 기본규정이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인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이 공식환율을 발표하고 외환송금을 통제하는 등을 방법으
로 외환을 관리하고 있다.
<외환관리관련 기본규정>
ㅇ 외환규정 및 외환통제시스템에 관한 내각령(On Currency
Regulation and the Currency Control System, ‘93. 2. 29)
ㅇ 외환수익처분에 관한 임시규정에 관한 내각령(On the
Temporary Procedure for Application of Proceeds in
Foreign Currency, ‘93. 2. 19)
ㅇ 외환결제 절차에 관한 내각령은 1994년9월23일 관련법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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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2000년 2월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 공식환율은 외국환거래소의 실제 거래환율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데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지가 큰 영향
을 미치는 편이다. 외환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
기도 하였는데 일예로 1998년 하반기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 당시
선급금지급을 통제하고,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외환의 50%를 수취
후 5일내에 의무적으로 현지화로 환전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
들 조치들은 폐지되었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외환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앙은행은 2005년부터 시장규제완화 및 그리브나 강화 정
책을 폈다. 이 영향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미달러 그리브나
환율은 5.4～5.05 그리브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심지어 2008
년 5월에는 1달러당 5.05～4.85 그리브나로 평가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1월
말 기준 6.7 그리브나까지 환율이 인상되었다.
나. 외환 관련 제약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발
급일자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수입 상품을 우크라이나에 도착
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0.3%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제타스크포스(FATF)는 2001년 8월 우크라이나를 돈세탁
위험 국가로 분류하여 각종 금융제재조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
는 돈세탁 방지의 대책으로 돈세탁 방지 강화법을 제정하여 의심스
러운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이 요구할 경우 금
융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모든 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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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자 및 비거
주자는 외화사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라이센스)를 취
득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취득이 면제된다.
ㅇ 대외교역 관련 대금 지급
ㅇ 세금을 완납한 이자, 배당 등 과실의 송금
ㅇ 거주자가 중앙은행이 설정한 한도내에서 외화나 자국통화를
반출할 경우
ㅇ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종료시 투자금액을 회수,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ㅇ 외화를 반입할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결제할 경우 외국통화로 해야 하며 현지
화로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Individual license33))를 얻
어야 한다. 단 급여는 현지화로 지불해야 한다. 거주자간 결제수단은
현지화이며, 다음의 경우 외환거래를 제한한다.
ㅇ 거주자는 중앙은행의 허가없이 외국통화계좌를 개설하거나 보
유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수 없음.
ㅇ 거주자는 외환거래허가 취득은행으로부터 영업활동 외의 목적
으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없으며, 매입목적을 밝혀야 함.
33) 우크라이나 기업에 의한 해외 송금, 해외 투자, 해외은행에 대한 예금 등에 필요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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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외환거래 허가취득은행
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경우 계좌에 입금된 후 5 영업일
이내에 동 외화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함.
ㅇ 대외교역을 통한 경화수입은 일정기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은
행에 예치해야 함.
- 상품: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내 (세관 통관 후 90일)
- 서비스: 계약서 명기 기한내 (청구서 발급 후 90일)
ㅇ 외화수입은 50%를 우크라이나 통화로 환전해야 함.
한편 외환관리규정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거주자이외
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표 Ⅳ-4 거주자 구분>
ㅇ 우크라이나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34)으로
단기체류중인 경우도 포함
ㅇ 우크라이나 법규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우크라이나내
법인체 및 대표사무소, 지사 등
ㅇ 외교면책권 및 특권을 누리는 해외파견 우크라이나
외교관, 영사, 무역관, 기타 공무원, 국제조직과 그 지부
ㅇ 영업활동이 우크라이나 법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대표사무소 및 조직
34)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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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허가(General license)를 취득한 은행을 통해 은행간 외
환거래소(Interbank Currency Exchange of Ukraine)에서 매각하며
이때 환율은 공식환율이 적용된다. 한편 다음 외화수입은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생산한 상품,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
ㅇ 위탁판매계약상에 대리판매인이 거주자의 계좌에 입급된
대금지불. 단, 동대금은 원판매자로 이체되어야 함.
ㅇ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자가 외화로 납입하는
자본금
ㅇ 은행간 외환거래소에서 매입한 외화
ㅇ 외환거래허가 취득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한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동국통화 및 경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설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경화를 수단으로 하는
모든 영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허가를 받은 은행에 의해서
만 가능하며, 이러한 은행에서만 경화거래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다. 송금(repatriation)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에서 비롯된 수익 및 여타 기금을 세금을
납부하고 여타 지불 의무를 다한 후 송금할 수 있다. 과실송금의 횟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외화를 매입하거나 환전할 경우 당국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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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통제에 따라야 한다.
ㅇ 배당금(dividends):
원천징수되며 기본적으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되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ㅇ 이자(interest):
원천징수되며 기본적으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되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단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가세는 적
용되지 않는다.
ㅇ 로열티(Royalties):
원천징수되며 기본적으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되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와는 대조적으로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ㅇ 운영서비스 수수료
20%의 부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ㅇ 자본이익/주식거래
원천징수되며 기본적으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되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주식의 매입
과 매각시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무부발행 단기채권 1년 미
만의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가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상의 혜
- 73 -

택을 보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발급된 tax residency certificate을 사
전에 세무당국에 제시해야하는데 매년 갱신해주어야 한다. 우크라이
나는 현재 60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나
라는 지난 2002년 3월 19일 우크라이나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
하였다.
기본적으로 과실송금은 자유로운 편으로 그간에는 바로 송금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10월부터 일부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신청 후
1주일이 지나야 송금이 가능하며 선급금 지급 관련 규정도 원상복귀
되어 지금은 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6. 조세제도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1997년 3월에 발표된 "조세제도법
(Law on the taxation system of Ukraine)"이 있다. 동 법에 따라
여러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외국 투자기업과 관련된 조세는 다음 같
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급여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1994년 12월 28일자 우크라이나 기업이윤세법(Law of Ukraine
No. 334/94 “On Taxation of Profits of Enterprises”)에 의하면 기업
에 대한 조세는 법인소득세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25%씩 부과되
고 있는데 농업기업과 주식,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
용되고 있다.
한편 외국에 등록되어 외국법의 관할 하에 있는 법인은 조세상의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다음 두 가지 소득에 대해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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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
ㅇ 우크라이나 내에서 무역이나 비즈니스로 취득한 소득
ㅇ 우크라이나에서 비즈니스 이외의 활동에 의해 취득한 소득
나. 부가가치세 (VAT)
1997년 4월 3일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ㅇ 우크라이나 내에서 행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ㅇ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다. 개인소득세
거주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간 183일 이상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내외국개인을 거주자로 간주
하는데,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15%35)의 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3, 5, 8, 11월에 나누어 4회 납
부되며, 외국인은 매 분기별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현지법인을 세워 진출할 경우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현지법인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파견자가 대상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의 4월 1일까지 관계기관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4월
35) 2004～06년중 13%, 2007년부터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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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30%가
원천징수되고, 이자, 배당, 로열티 등 국내소득에 대해 표준 과세율
인 13%가 적용된다.
라. 급여세 (Pay Roll Tax)
우크라이나 법인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외국회사의 지사나 지점
이 우크라이나인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급여나 급여 성격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세가 부과된다.
사회보험
장애보험기금
실업기금
연금기금
직업병/사고기금
합계

<표 Ⅳ-5 급여세율>
세율(%)
고용주세
피 고용인세36)
2.9
0.25～0.5
1.9
0.5
32.0
1.0
0.86～13.8
1.0
37.66～50.6
1.75～3.0

마. 기타
기타 세금으로는 수입관세, 각종 인허가세, 이익송금 수수료
(Profit Repatriation Tax), 품질인증수수료 등이 있다.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36)

고용주에 대한 원천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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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금융제도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은행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총 184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178개 업체가 은행을 개설하여 영업중에 있다. 총 자산
규모는 121조로 우리나라 우량 시중은행 자산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
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이중 정부은행은 총 3개로 Ukra-exim에
서는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샤드 뱅크, 그리고 키예프 시에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크레샤틱 뱅크가 있다.
MBU 기준에 따라 은행은 총 4개 Tier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크
라이나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최하위인 Tier 4로 분류되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의 마을금고 수준보다도 못하며 하나의 지점과 본점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상당수가 있다. 현지 은행들은 대부분 capital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업은행들이 현지인들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구입에도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금융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매우 호의적인 반
면, 우크라이나는 개방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legal procedure가 불명
확하다. 현지 금융자본중 상류로 분류되는 Tier 1, 2에 해당되는 은
행들은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계 자본으로 총 자본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Raiffeisen, OTP Bank 및 Ukrsibbank 등이 있다.
현지 은행들은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현지 일반인들에게 지원
하고 있다. 현지 기업에게 현지화뿐만 아니라 달러로도 직접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소비자금융은 40%이상, 대출중 25%는 현지화 대출이
아닌 외국환 대출이다. 대출이자율은 외화 12～16%, 현지화 15% 수
준으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7～8%로 대출이자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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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주요 외국인 은행>
자산
순위
2
3
9
19
25
28
31
32
33
36
37
38
39
48
50

은행명
Raiffeisen Bank
Aval
Ukrsibbank
OTP Bank
TAS-Kommerzba
nk
Kredobank
Ukraine
ING
Bank
Ukraine
Citibank
Ukraine
HVB Ukraine
Index-Bank
Erste Bank
Calyon
UkraineBank
TAS-Investbank
ProCredit Bank
MorTransBank
Agrobank

<출처: Calyon Bank Ukraine>

모은행
RZB (Austria)
BNP
Paribas
(France)
OTP
(Hungary)
Swedbank
(Sweden)
PKO
Group
(Poland)
ING
(Netherland)
Citi
(USA)
UniCredit
(Italy)
Credit Agricole
(France)
Erste
(Austria)
Credit
(France)Agricole
Swedbank
(Sweden)
ProCredit
(Germany)
Marfin
Popular
Bank(Greece)
PPF
(Cz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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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946
5757
2589
1077
735
658
573
568
496
443
429
420
408
262
229

(단위: 백만달러)

자본금
순위 자본금
2 683
3 619
11 229
20 119
36 73
24 109
39 62
34 76
32 80
40 61
45 49
44 53
43 53
59 30
37 63

우크라이나에서 은행 등을 이용한 자금 조달은 어려운 편이다.
우선 은행 대출은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며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대
출 금리 또한 15% 이상이라서 현지조달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외국업체의 현지금융조달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진
출시 현지 업체가 현물을 제공하고 외국 업체가 금융을 담당하는 형
식의 합작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지금융기관도 외국업체에 대해
파이낸싱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시중은행들은 소매금융에 참
여하여 현지인에게 달러 대출까지 해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수
고객이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일부 외국계은행에서 자금을 동원해
볼 수있겠으나, 그 규모는 수백만달러에 불과하여 우리업체들이 필
요로 하는 만큼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은 불가능하다.
한국 건설업체가 진출하려면 파이낸싱이 중요하다. 현재 우크라
이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진출하는 기업측에
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8년초 아국의 증권회사에서 우크라
이나 진출을 계획하여 부동산 관련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준비했었지
만,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철수하기도 하였다. 이에 몇몇 아국
건설사가 관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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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장. 공사 투입요소
1. 인력
가. 노동법 및 관련 법률
우크라이나에는 노동법(Labor Code of Ukraine)과 민법 (Civil
Code of Ukraine)에서 노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다시 1) 고용 기간 제한이 없는 고용 2) 특정 기한내 고용 3)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고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
나에서 잘지켜지지 않는 법령 중에 하나가 노동 관련법으로 지적되
고 있다.
나. 고용
현지인 고용시 광고, 소개 등의 방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물색하
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기록부를
제출받아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동 노
동기록부에는 피고용인이 수행하는 업무, 보수, 고용 기간 등이 기재
되며, 일생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만 은퇴 후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
금을 수령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정
부 산하의 "GDIP(General Directorate on Foreign Representation)"에
등록을 하고 각종의 사회보장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월 급여
500 달러의 피고용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는
월 보수 대비 36.67% 이며 피 고용자는 월 보수의 3.5 %이다. 아울러
피 고용자는 13%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80 -

다. 인력
우크라이나는 교육수준이 높아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가격에 채
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기술집약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기 제작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기계제작, 금속가공, 군수공업이 골고
루 발전되어 수많은 고급 기술인력이 전국에 포진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지 16년밖에 안되었기 때
문에 기업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건설노동자들이 유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3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 이들 노동자들 가운데 약 20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고 우크라
이나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외환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해외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있어 막대한 달러수입원으로 2000년
33백만달러에 불과하던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금은 2001년 141백만
달러, 2002년 209백만달러로 급팽창하였고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5억
달러가 늘어난 50억달러로 예상외고 있다.
<표 Ⅴ-1 우크라이나 해외 노동자의 송금>
2007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e GDP(%)
송금액 411 595 829 4,503 5,000 3.9%
(백만달러)

<출처: 세계은행>

현지 건설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
한데 현재로서는 이들 숙련공들이 대부분 보수가 좋은 유럽국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수급이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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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금
2007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월평균임금이 1,351 그리브나로 달러
로 환산하면 $279에 불과하다. 영어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려
면 월급여로 최소 600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
하고 정ㆍ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는 1,200달러 내지는 그 이상을 주어야 한다.
<표 Ⅴ-2 건설부문 종사자 임금>
직종
일용직
용접공
페인트공
콘크리트공
조적공
노무자
타일공
현장 매니저
잡부
전기공
경비

<출처: 현지조사 2008. 11>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신규
3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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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USD)
600
1,200
600
1,500
500
1,100
800
1,400
1,000
1,800
900
1,600
800
1,500
1,200
2,000
500
800
700
1,100
600
900

마.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을 우크라이나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허가서
(Work Permit)를 획득해야 한다. 이의 관할 관청은 지방(시)정부 산
하의 고용센터(Center for Employment)이다. 노동허가서는 많은 다
른 나라들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며 취득은 그리 어렵지 않다.
ㅇ 노동 허가서 발급 기관: State employment office
- 주소: 8/10 Esplanadnaya str, Kiev, Ukraine
- Contact person: Mr. Yaroshenko Valeriy Stanislavovich
- 전화/팩스(겸용): 38-044-2843894
- E-mail: nata@ dcz.adsl.com.ua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노동허가(work permit)을
소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인 노동과 취업이 가능하다. 동 노동허
가는 노동부 산하 국가고용센터(State Employment Center of the
Ministry for Labor)에서 처리되어 발급되거나, 국가고용센터의 승인
을 받은 지역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노
동허가는 1년 기간으로 발급된다.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법37)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 노동센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고용허가기간 연장으로 내무기관(경찰)에 거
주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인은 여권과 관련비자로 임시적으로 체
류할 수 있다. 무비자로 3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이나, 6개월 이
상 머무는 외국인은 현지 내부업무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노동허가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37) The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649, dated 17 Ma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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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관계로 시멘트 및 석면시멘트,
지붕재, 화강암, 쇄석, 유리 등의 건축자재생산이 비교적 활발한 편
이다. 이들 자재는 국내 생산분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당하고 있
으며 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시멘트와 화강암은 서유럽에
그리고 도로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쇄석도 러시아 등지에 수출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이 부실한38) 관계로 인테리어 자재, 페인트,
타일, 통풍장치, 파이프, 욕실용품 등은 생산량이 부족하여 수급 사
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안 및 방화장치, 난방장치 및 단열재 등
은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들어 일부 합작기업을
중심으로 서구기업과의 합작생산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ㅇ 시멘트
중요한 외화수입원으로서 비교적 생산량이 풍부한 편으로 13
개 공장에 연산 2,300만톤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석
회석 생산지로는 Dnipropetrovsk, Donetsk, Khmelnytsky,
Ivano-Frankivsk, Lviv 등이 있으며 연간 약 700만톤이 생산
되고 있는데 향후 100년간 국내공급이 가능할 정도의 매장량
이 충분하다.
ㅇ 지붕재
지붕재는 시멘트 다음으로 사업성이 밝은 품목으로 Volyn,
Odesa, Kyiv 등이 최대 생산지이며 서구기업과의 합작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38) 자재생산 기업은 전반적으로 사정이 열악하여 평균 공장가동률이 15∼25%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기술이 낙후되고 시스템 또한 에너지 비효율적어서 40% 이상의 업체가 시설개선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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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강암
55개 채석장에서 연간 15만㎥가 생산되고 있는데, 품질이 좋아
이태리,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 유럽내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
다. 생산업체 중에서는 Ukrbudmaterialy사가 유명세를 탄다.
<표 Ⅴ-3 건설자재 가격>
품명
단위
디젤
리터
휘발류 (고급)
리터
휘발류 (일반)
리터
Gear oil
리터
브레이크 오일
리터
PVC (110x1500mm)
개
PVC Insulated Cable (18mm)
25미터
시멘트 (25kg)
Bag
목재 (25x150x3000)
개
합판 (12.5x9.6x3000)
㎡
철근 (100x100) 1x210mm
개
Enamelled Copper Wire (3x2.5mm)
미터
벽돌
1000개

<출처: 현지조사 2008. 11>

가격
HR 5.2
HR 6.3
HR 4.6
HR 82.85
HR 62.8
HR 56.95
HR 141.7
HR 22.3
HR 17.65
HR 85.11
HR 311.9
HR 7
HR 3021

(소매가)

ㅇ 벽돌
생산량 및 고용인력 면에서 과거 최대 건자재산업중 하나였으
나 90년대 하반기부터 많이 침체된 상황이다. 주요 생산지인
Kharkiv, Dnipropetrovsk, Kyiv oblast, Lviv, IvanoFrankivsk 등지에서 다량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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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자재
합성 강화콘크리트, 세라믹 타일, 석고, 유리 등도 비교적 생산
이 활발하다.
한편 키예프에서는 매년 다양한 건자재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 등의 건자재 제조업체들
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박람회 참가 250여 업체중 약 70%가
수입 건자재를 취급하고 있으며 합작생산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3. 장비
현지에서 장비를 구입할 경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가격대에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임차도 가능하다.
<표 Ⅴ-4 건설 장비 가격>
품목

규격

Bulldozer

40 ton - weight

Excavator

25 ton - weight

Hydro hammer

25 ton - weight

(단위: 달러)

신제품 가격(원산지)
250,000 (Korea)
75,000 (Ukraine)
115,000 (Korea)
65,000 (Ukraine)
47,000 (Japan)

Concrete pump 37m - length of pipe
(truck mounted)
13 ton - tonnage
Truck (heavy)
24 ton - tonnage

270,000 (Korea)
300,000 (Italy)
75,000 (Ukraine)
97,000 (Korea)

Batch mixer

7㎡ - volume

95,000 (Ukraine)

Tower crane

10 ton - max tonnage

350,000 (China)
600,000 - France

<출처: 현지조사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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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
과 같다. 관세법에 관세 환급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은 관계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추후 반출시 환급받을 수 없
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표 Ⅴ-5 건설 장비 관세율>
구분
관세율(%)
비고
굴착기
5～8
발전기
5
품목 분류에 관계없이 5%
불도저
2
5
품목 분류 코드 841440
콤프레서
1～5 품목 분류 코드 841480
타워크레인
2
1～20 품목 분류 코드 870410
트 럭
20
870410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적용
호이스트
2
-

<출처: 현지조사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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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장. 애로사항
1. 언어상의 제한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로
지속적으로 독립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비교하
면 많은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어 문제는 우크라이
나의 정체성과 독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주 극명한 것으로 우크
라이나 내 어느 곳에서든 러시아어가 잘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공식 언어는 우크라이나어이기에 모든 공식 문서와 사업 계약은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업에 성공하려면 우크라이나어 지식과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많은 외국 기업과 정부는 러
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는 대표를 우크라이나에 계속 보내고 있어 우
크라이나 정부 당국 및 업계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어 구사가 가능한 아국인력의 확
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에서는 러시아어보다 더 희귀한 관계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2. 부정부패
우크라이나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부
정 부패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정과 부패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깊이 뿌
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이 없을 정도인데,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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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현이 구체적이면 그만큼 분쟁의 해결도 더 쉽게 된다고 지적
하고 있다.
건설부문에 있어서 부정부패는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입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패한 고위 관리들이 이권을 위해 유망한 부
동산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
부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
해서 제도상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추진을 중단시키고 이들이 프로젝
트를 인수하여 개발을 재개하는데, 사업비는 주로 고위관리들이 해
외에 빼돌렸던 자금을 들여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아울러
정부 자체 재원 프로젝트는 정부 및 국영기업이 공개 발주하나 담합
과 공모가 많아 현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
국기업이 수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참여 업종 제한
정부 당국만이 영위하는 소위 규제 산업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마
취제, 향 정신성 물질의 유통, 무기 탄약의 제조 및 판매와 국가적 재
산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로켓의 시험, 제조 및 사용 등에 대한
활동이 포함된다. 이외에 정부는 유선 및 위성 전화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특정 자동차 휘발유 생산에 관련된 활동은 정부에 의해 만들
어진 석유정제 기업 리스트에 오른 조직만이 참여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외자 참여 비율 한도가 법에 지정되어 제한되고 있
다.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35 %까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하
는 조직에 대해서는 30 %까지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업
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기업도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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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해야한다. 현재 65 종류의 활동이 면허 발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설업도 면허취득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4. 미흡한 법적수단 (legal procedure)과 낮은 신용도
우크라이나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고려하였던 기업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중의 하나로 손을 꼽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불투명한 legal procedure이다. 외국인 투자법에는 투자자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막은 이와 크게 다르
다. 법적 제도가 미흡하고, 부패한 관리와 정치권 외국기업에 대해
사소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투자금의 10～
20%를 지급하고 쫒아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하여 현지 진출시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법적수단이 불명확하고 국가투명지수도 거의 최하
위권으로 특히 재정 투명도가 매우 열악하여 신용등급이 BB-였으
나, 최근에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B+ 등급으로 낮
아져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
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크
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중 2.8점으로 세계 118위에 해당
하여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표 Ⅵ-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ㅇ Moody's : B2('03. 7) → B1('03. 11)
ㅇ S&P : B+('04. 7) → BB-('05. 5) → B+('08. 6)
ㅇ Fitch : B+('03. 6)→ BB-('05. 1) → B+('08. 1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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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되지 못하는 사업여건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각국 사업여건39)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의 사업 환경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1개
국가의 10개 사업수행 관련 항목을 대상으로 여건을 조사한 결과,
신용조달과 국경무역 부문에 있어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전체적
으로 145위를 차지하여 전년 144위에 비해 오히려 여건이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CIS국가인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및 키
르기즈스탄은 사업여건이 개선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우크라이
나와 대조를 이루었다.
<표 Ⅵ-2 사업수행 여건 순위>
사업수행 관련 항목 2009 순위 2008 순위
사업 착수
128
113
건설허가관련
179
175
고용
100
103
부동산 등기
140
142
신용 확보
28
61
투자자보호
142
141
납세
180
180
국경무역
131
121
계약이행
49
48
사업종결
143
143
사업수행 편의 순위
145
144

<출처: Doing business 2009, world bank>
39) Doing Busin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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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변동
-15
-4
+3
+2
+33
-1
0
-10
-1
0
-1

6. 정치적인 위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대통령제가 채택되었지만 특이하게 외교
안보 분야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회, 경제 등 나머지 분야의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는 이원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 정치
세력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분할하여 이권 획득에 집중함
에 따라 정정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안한 정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렌지
혁명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정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렌지혁
명을 토대로 대통령과 총리에 오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
는 권력을 나눠가졌다. 2006년 3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유센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 총선을 실시하였고 티모센코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정적으로 알려진 야누코비치를 총리로 임명하는 강수
를 두었다. 그러나 유센코 대통령이 다시 야누코비치 총리와도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2007년 9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 티모센
코를 다시 총리로 받아들였다.
2007년말 출범한 유센코와 티모센코의 연정(聯政)은 1년 만에 또
붕괴되었다. 그루지야 전쟁 이후 친서방 정책과 EU 및 나토 가입
추진을 두고 둘 사이에 이견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확대되었기 때문
인데, 연정의 붕괴로 2010년 대선을 앞두고 정파간 대립이 더욱 심
화되어 당분간 정국은 불안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
러 NATO 및 EU 가입 등 친서방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의
존도가 높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친서방, 친러 성향의
정당으로 양분되어 있는 동국의 정치환경을 감안할 때 향후 정국 불
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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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정권의 교체가 잦고 이에 따라 허가
가 승인되었던 외국인 투자 사업이 취소되거나, 조건이 악화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예로 미국계 석유시추회사가 출자한 설립한
뱅코 에너지에서 흑해 석유 시추권을 확보하였으나, 정계에서 밀려
났다가 다시 등장한 티모센코 총리가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전 정
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익배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이미
결정된 profit sharing ratio를 당초 6:4에서 8:2로 조정할 것을 강요
하였고, 반발하는 뱅코 에너지의 사업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어 외국
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동 건은 현재 국제 상사중재위원회 중
재 요청중에 있다.
7. 부족한 인센티브
투자 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7
년 10월에 폐지되었기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대제도는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내국기업과 차별없이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국내 경제에의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하기도 한다
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이며 이러한 우대조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루어 보건데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전 정권에서
부여한 인센티브는 특혜 논란으로 불거져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
성이 높다.
한편 본 연구용역의 현지조사차 방문하였던 유로 2012 조직위원
회는 프로젝트 투자시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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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설에 있어서는 자재 반입시 관세를 면제하고 ② 인허가 관련
절차 및 기간 단축40)을 보장하나, 소득세의 감면등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센티
브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8. 사기성 프로젝트와 선분양의 어려움
우크라이나는 부동산 개발이 호황을 이룸에 따라 각종 부동산 개
발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이 중에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노려 일부에서 실존하지 않는 프로젝
트를 꾸며 국내업체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어 현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다.
CIS지역 국가 국민들은 사업에 있어서 상대방을 특히 외국인을
쉽게 믿지 않는 사회주의적 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분양 방
식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경우 국내와 같은 결과를 기본적으로 기
대할 수 없다. 여기에 2006년에 발생한 Elite Center의 분양 사기 사
건으로 인해 선분양이 더욱 어려워 졌다. 이 프로젝트는 키예프 시
내에서 아파트 2동을 건설 분양하는 것으로 1,500명이 청약을 했었
다. 그러나 건축주는 1개동을 4층까지 건축하다 잠적했고 피해액은
총 8,000만 달러였으며, 피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바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선분양방식으로 추진되는 부
동산 개발 사업에 불신이 높은 만큼 부동산 구매자들의 의심을 불식
시켜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40)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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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Ⅶ장. 진출 전략
1. 우크라이나 진출현황
우리업체의 우크라이나 진출은 1993년 삼성물산이 『Makeyevka
제철소슬래그 처리설비 공사』를 수주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1998년
대우건설이 키에프 금융센터 건립공사에 참여하였으나, IMF 경제위
기로 인해 공사를 중도 타절하였다. 2000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건설
경기가 다소 활성화되었으나 우리업체의 진출은 없었으며, 부동산
개발 붐이 정점에 이르었던 지난 2007년부터 중소업체의 설계용역
프로젝트 수주가 있을 뿐이다.
<표 Ⅶ-1 계약공사 현황>
업체
5 개 업체
대우건설
삼성물산
신화ENG

공사명

7건 공사
키예프 금융센터 건립공사
마카예프카 제철소 슬래그 처리설
비공사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과대학내
IT 건립사업 CM 용역
크리진카 복합시설 개발계획
에이앤유 유리츠코고 복합용도 개발계획
우크라이나 주거복합단지 신축공
사
희림종합건 우크라이나 키예프 주거시설 설계
축
프로젝트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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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300,018
283,000
3,240
78
5,200
4,000
3,800
700

(단위: 천달러)

공사기간
1998/03/01～
2002/02/28
1993/04/15～
1994/10/27
2008/04/16～
2010/10/15
2007/12/21～
2008/12/31
2007/12/21～
2008/08/31
2007/07/26～
2008/03/04
2007/09/17～
2007/12/22

2. 진출전략
가. 시장 진출의 필요성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국가적으로 유로 2012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EU 회원국들에
게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의 정당성을 보여야 하는 바, 지금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건설은 과거 7～8년간 우크라이나에서 경기가 매우 활성화되었던
부문으로 최근의 금융위기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이기도 하
다. 침체되어 있는 건설분야는 섣부르게 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작금의 과도기적 상황은 오히려 우리 기업에
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양호한
상태에서는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돌아오기 힘든 측면이 있어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모든 것이 재정비된 후에는 진출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상태에서 진출하여 협상을 통해 좀 더 우리기업에 유리한 조건
을 이끌어 낸다면 충분히 진출에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관료주의적 관행, 높은
세금 및 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성장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사회주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영어의 통용이
어려운 CIS의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진출이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호재로 여겨지는 유로 2012 대회 이후, 즉 중장기적
으로 관점에서 시장진출을 고려한다면 별다른 장점이 없는 것이 우
리업체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광물자원과 곡물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우회적인 유럽 진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출해 볼만 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 96 -

나. 부문별 진출전략
1) 부동산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한국 건설업체들이 진출하기에 어려움 점이 많다. 키에프
의 경우 관련 허가의 취득이 어려우나, 비공식적으로 현지 인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예상보다 쉽게 허가를 취득할 수도 있다. 니꼴라
이에프, 오뎃사 등 지방 중소 도시의 경우 투자유치에 보다 우호적
이므로 진출 여지가 많은 편이다.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이 부족하여 아파트
에 대한 수요가 많다. 아울러 고급 오피스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편
이나, 경제성장으로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
정적인 수요에 대한 예측은 단기적으로 유로 2012 대회에 대한 기대
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유로 2012를 겨냥한 부동산개발은 많은
승인 절차로 인해서 지금 당장 참여한다고 해도 입주 시기를 맞추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어오다 중단된 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착공되기 이전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손대보
는 것도 좋을 방법일 듯하다. 물론 이러한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들도
상당한 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많은 변수에 대응해야 하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많은 면에서 유리하다.
현지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들은 하나같이 현지 업체들과 합작으
로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업체에게 노출되기 쉬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상당부문이 보
호된다는 장점에서 합작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지
업체가 승인을 비롯한 대관업무와 시공을 담당하고 외국업체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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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업체의 경우 시공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지업체가 시공에 참여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을 줄
일 수 있도록 현지업체와 합작을 하되, 철저한 사전 협상을 통해 합
작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우리에게 보다 유
리한 쪽으로 사업 조건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아울러 제 Ⅲ장에서 살펴 보았 듯이 현재와 같이 부동산 부문의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업체의 대단위 부동산 개발사업에 신
규 참여는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높으
므로 참여를 지양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계기
업이 진출하여 PF를 활용한 사례는 외국계은행에서 자금을 직접 차
입한 소규모 쇼핑몰 개발 사업과 사업자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재
원을 조달한 대단위 주택단지개발 프로젝트가 있어 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쇼핑몰 개발
다음은 우크라이나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2003년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Raiffeisen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다소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지금은 외환위기 발생으
로 인해 대출 조건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시절 당시 페인트 생산공장을 목표로 착공되었으나, 사정
에 의해 준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건물과 부지에 3층 건물 2개
동, 2층 1동, 사무빌딩 및 창고로 구성된 소규모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11,600㎡, 임대면적은 9,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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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 RZB의 투자계획과 파이낸싱 조건>
투자계획
파이낸싱 계획 비용(달러)
차입
지분투자
부지 확보
884,000
884,000
시공
3,579,000
1,400,000
2,179,000
행정 및 운영
222,000
222,000
마케팅
37,000
37,000
합계
4,722,000
1,400,000
3,322,000
파이낸싱 조건
금액
140만 달러
기간
4년
원금거치기간 12개월
이자지급기간 월
원금상환조건 37개월 균일 상환
담보
시공중 - 공사현장, 완공후 - 빌딩
USD 1m libor+9.50% p.a, 부대수수료 1.5% 균
이자율
일
차관 계약일로부터 12～48개월내에 조기 상환
조기 상환
이 가능하며 최소 3개월 전에 조기상환일 통보
필요. 조기상환금에 대한 3%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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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RZB Group)는 동 부지를 25년 임대하였고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2003년 외국계(오스트리아) 은행인 Raiffeisen Bank
Ukraine으로부터 시공에 필요한 자금 140만달러를 조달하였다.
주택단지 개발
Seven hill사는 Scorpio Real estate Group41)의 자회사로 2006년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었으며 대표적인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로 주
목받고 있다. 동 사는 주택, 오피스, 및 산업시설에 총 10억달러를 투
자한다는 계획하에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였고 우선적으로
Holosiivskyi 공원 앞 약 20만㎡ 부지에 Park Avenue residential
complex(1억달러)를 추진중에 있다. 동 프로젝트는 3단계로 추진되는
데 아파트 2동(7만㎡)과 오피스 공간(4천㎡)이 포함된 1단계는 2009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1단계의 사업비는 UAH
363.3million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Seven Hills Eksko Pliu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나머지 단계의 사업비는
BSG그룹의 계열사인 BSG investment가 담당할 예정이다.
2) 인프라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진출은 유럽진출을 위한 마지막 우회로가
될 수 있다. 유럽은 EU라는 하나의 거대시장으로 계속해서 확대되
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이러한 유럽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다. 우리업체들은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 도급형공사
의 수주에 관심을 보여왔고, 주력시장이 중동이라는 점에서 유럽시
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왔다. 또한 유럽지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들이 많고 이들이 유럽 지역내에서 축정한 노
41) 이스라엘 BSG그룹의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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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가 상당하였기에 우리업체들의 진출은 유럽업체들과 경쟁을 통
한 진출이 아니었다. 다만, 대기업이 제조업으로 진출하여 현지에 공
장을 건설할 경우 시공자로 진출하거나, 일부 부동산개발과 같은 투
자가 동반된 사업에 참여해 왔다.
우리업체들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랜트, 전력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발주처에서 유럽 지역내 공사수
행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진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우
크라이나는 유로 2012 대회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가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동 대회가 EU 가입에 있
어 유리한 평가를 얻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즉, 성공
적으로 개최할 경우 EU 가입이 더욱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은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은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업체
들이 진출하여 인프라부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적과 노하우를 쌓
는다면 이는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하여 향후 유럽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가) 단기 진출 전략
부문별로는 도로, 전력, 공항 및 경기장 건설 등에 우리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지 여건과 분위기상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부문의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으로 대부분 유로
2012 대회의 개최와 맞물려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내 건설경기가 상
당히 침체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 부문이 현지 업체들에게 돌아갈 것
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유로 2012대회 조직위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이를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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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자체 재원의 발주공사에 국한되는
것이고, EBRD 혹은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의 입찰은 이들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정하게 국제경쟁입찰
로 치러지는 만큼 이들 공사에 참여를 대비해야 하겠다. 또한 이러
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초도 진출시에는
현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지업체와 합작을 통해 외국업체가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도록 하고, 현지 사정과 사업노하우를 철저
하게 파악하여 이후 입찰에는 현지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
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아울러 차관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관마다
혹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지업체와
합작 지분율에 따라 입찰에 있어 local preference를 적용받을 수 있
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단기 공사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건설업체들의 여건
상 입찰 참여가 그리 쉽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우리 공관을 통하여 입수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공관과 해외건설협회 등과 상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해야하
겠다. 또한 업체는 어느 공종, 어떤 조건의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지를 밝혀 프로젝트와 업체간 연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
게 해야 하고, 관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
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중장기 진출 전략
국가적인 정책기조를 살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진출을 고려해야
하겠다. 앞서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력과 공항
부문의 중장기 개발계획이 작성중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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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는 이들 계획을 확보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진출
에 대비해야 하겠다. 철도부문은 이미 기존 노선이 확충되어 있어
별다른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 또한 최근에는 철도현대화 작업을 추
진중에 있으며 동 현대화 작업과 병행하여 향후 추진코자하는 역점
사업은 철도분야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임에 따라 건설과는 무관하
여 다루지 않는다.
■ 전력
전력부문은 지금 당장 발전설비가 충분하여 오히려 잉여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분간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발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장기적
으로 전력부문의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업체들의 참여를
고려해볼 만한 발전설비 개보수 및 송배전망 건설 프로젝트들이 발
주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안은 지난 2007년 5월에 제시된 바
있다. 동 안에 따르면 24개 에너지 기업은 정부의 지분보유율에 따
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영화되는데, 가장
먼저 정부지분이 25～27%인 6개 기업은 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
어서 별다른 공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인 27～75%
의 10개 업체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되나, 투자의 의무가 동
반되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룹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민간의 투
자로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되거나, 설비의 개보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민영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
기 위해서 시장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진출을 준비해야 하
겠다. 한편 세 번째 그룹인 정부 보유 지분이 75% 이상인 6개 기업
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분매각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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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항만시설의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기에 교통부는 다음 8개항에 대
한 투자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2008년 11월 기준 일부 프로젝트에 한하여 총 사업
비 중 약간만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ㅇ Belgorod-Dnestrovsk Sea Merchant Port(1개 프로젝트)
ㅇ Berdyansk Sea Commercial Port(1개 프로젝트)
ㅇ Sea Commercial Port of Illichivsk(1개 프로젝트)
ㅇ Mariupol Sea Commercial Port(1개 프로젝트)
ㅇ Odessa Commercial Sea Port (3개 프로젝트)
ㅇ Sevastopol Commercial Sea Port (2개 프로젝트)
ㅇ Kherson Commercial Sea Port (3개 프로젝트)
ㅇ Yalta Trade Sea Port (10개 프로젝트)
상기 프로젝트 중 상당수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투자자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알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
젝트의 시급함과 중요도에 따라서 정부의 투자자 유치조건이 달라지
는데 자료로 발표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중소형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다.
일예로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될 Belgorod - Dnestrovsk 항 컨테
이너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는 총 투자규모는 1천만달러규모로 투자
자가 도입하는 차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조건으
로 되어있다. 여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만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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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의지가 있는 시급한 중소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업체들
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여 사업
에 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해야 하겠다.
■ 도로
현지 업체들도 시공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
근의 주변국 업체들도 진출이 잦기 때문에 우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에 개발형사업 참여를 고려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2건, 2백만달러 규모의 소규모 양허프로젝트가 유치되
었으며 이중 J/V로 추진된 프로젝트는 100만달러 규모의 상업차관이
도입되었으며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도로건설부문에 도입되는 상업차관에
대해 년 10억달러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금융을 조달하여
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차관의 이자율은 정부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
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다.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할 주요 프로젝트는 3개가
있다. 우선 2개 프로젝트는 유로 2012 대회를 대비한 것으로 첫 번째
는 폴란드 국경에서 키예프까지의 도로 확장공사이며, 두 번째는 러
시아 국경 하리코프에서 키예프 진입로 공사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EBRD와 10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기 공사와 관련하
여 EBRD 차관을 유치할 계획인데, 총 건설비용의 50%는 EBRD 차
관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50%는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EBRD
차관은 Libor+1.5%의 금리를 적용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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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키예프 외곽순환도로(6차선, 213km) 프로젝트이다. 정
부예산과 민간의 투자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3개 구간으로 구분하
여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3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49년간 concession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외국인
의 참여도 허용되어 있다.
<표 Ⅶ-3 키예프 외곽순환도로 내역>
ㅇ 1구간: Kyiv-Znamianka road to Kyiv-Chernigv-Novi Yarolovychi
- 총연장: 74km, 추정사업비: 10,442mln UAH(13.8억달러)
ㅇ 2구간: Kyiv-Kovel road to Kyiv-Znamianka road
- 총연장: 77km, 추정사업비: 3,130mln UAH(4억달러)
ㅇ 3구간: Kyiv-Chernigv-Novi Yarolovychi road to Kyiv-Kovel-Yagotyn
- 총연장: 62km, 추정사업비: 11,678mln UAH(15억달러)
한편 도로공사(Ukravtodor)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를 민간업체
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공사를
민간기업에게 발주함에 따라 총 10억 그리브나(1.3억달러)의 부채를
떠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업체들은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프로젝
트라도 예산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도로 프로젝트 입찰 참여와 관련, Budget Code, Concession
Law, PPP Law 등이 적용되며, 이밖에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이를 위해 법
률 검토 작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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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딜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는 패키지딜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검토해볼 수 있다. 우크
라이나는 우라늄 1,000억톤, 석탄 세계매장량 1/5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이며 곡물생산 또한 충분하므로
아국기업이 현지 진출시 자금회수가 어렵다면, 상기 광물 내지는 곡
물자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
의 광물자원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단기적으
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이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심층 조사
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진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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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스왓 분석

□ 강점
ㅇ 많은 공사들이 이제 막 착공하였거나, 계획중
ㅇ 건설 산업 종사자가 총 80만에 달함
□ 약점
ㅇ 인구 47백만인 것에 비해 작은 건설산업규모
ㅇ 제조업 기반이 부실하여 생산되는 국산 자재는 기초자재에 불
과하여 대부분 수입자재에 의존
□ 기회
ㅇ 구소련시대에 건설된 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ㅇ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7월 에너지와 건설산
업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ㅇ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은 10여개의 중견건설기업과 비교적 외국
기업의 진입이 어렵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현
지에서 경쟁할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의
참여확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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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ㅇ 건설업체의 신규아파트 판매에 대해 20%의 부가세가 부과되
는 관계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함.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을 구
매할 만한 국민이 많지 않으며, 완공되는 신규 아파트는 착공
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ㅇ 2004년 EU의 영역이 동유럽으로 확장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인
의 이주 위협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우려.
■ 우크라이나 국민성과 비즈니스 관행

우크라이나는 부정, 뇌물수수, 계약 의무사항 경시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이상적인 투자처와는 동 떨어진 곳이라 할
수 있으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관행을 고려해야 하겠다.
ㅇ 시간 관념이 엄격하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간을 엄수하
는 것을 기대하나, 스스로의 지연은 당연시하고 일상적이다.
ㅇ 현지 우편시스템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므로 팩스 또는 이
메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잠재 파트너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사업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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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명되지 않은 서류는 의미가 없기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
서작업이 핵심이 된다.
ㅇ 명함은 필수로 러시아어 혹은 우크라이나어로 인쇄한다.
ㅇ 중요한 문제를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논의해도 문제없으나, 최
종적인 협상은 반드시 사무실에서 한다.
ㅇ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회의에서 상대
방 팔에 손을 올려 놓거나, 가벼운 포응 등의 신체적 접촉은
무례한 행위 또는 성희롱이 아니라 우호적인 자세의 표현이다.

ㅇ 슬라브 사람들과 마찰이 생긴 경우에는 공식적인 접근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슬라브인은 인물 중심적이라
개인적인 접촉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ㅇ 사업 상대방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협상에서 적당히 타협을 보려하는 경향이 있다.
ㅇ 기타 습관
- 악수시 굳게 손을 잡음
- 대화시 눈길을 직접 맞춤
- 본론을 거론하기 전에, 가족이나 개인에 대해 가벼이 대화함
ㅇ 기타 유의사항
- 문 혹은 테이블에서 악수는 나쁜 징후로 간주
- 선물용 꽃의 숫자는 홀수로 함( 짝수는 장례에서 이용)
- 겨울에 악수를 할 때, 신사는 장갑을 착용
- 엄지와 검지로 ○를 만드는 OK 사인은 시골풍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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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ржавна архітектурно будівельна інспекція
ЗАЯВА
на видачу ліцензії
Заявник

(найменування, місцезнаходження суб’єкта господарювання)
(прізвище, ім'я, по батькові керівника суб’єкта господарювання)
’

ідентифікаційний код суб єкта господарювання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просить видати ліцензію на здійснення господарської діяльності пов язаної зі с
творенням об єктів архітектури згідно з переліком робіт що додається

’

,

,

,

.

З порядком отримання ліцензії умовами і правилами виконання зазн
ачених робіт ознайомлений і зобов язуюсь їх виконувати

’

(

.

,

Не заперечую проти розміщення інформації назва ідентифікаційний
код місцезнаходження про видачу ліцензії нашому підприємству в засобах масо
вої інформації

,

.

)

(
05.12.07 № 1396),

,

До заяви додаються документи згідно з Порядком затвердженим по
становою Кабінету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від
а саме

(

:

,

копія свідоцтва про державну реєстрацію засвідчені нотаріально або органом як
ий видав документ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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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відка про внесення до Єдиного державного реєстру підприємств та організаці
й України засвідчені нотаріально або органом який видав документи

(

,

,

);

’

’

,

перелік робіт пов язаних зі створенням об єктів архітектури які зая
вник має намір виконувати

;

дані про наявність відокремлених структурних підрозділів із зазначе
нням їх місцезнаходження

;*

-

,

відомості про виробничо технічну базу склад працівників за професі
йним та кваліфікаційним рівнем технологію виробництва інформаційно право
ве нормативно технічне забезпечення про наявну систему контролю якості вик
онання робіт за формою згідно з додатком

,

,

-

,

,

,

,

-

1;

висновок установи організації уповноваженої органом ліцензування
на проведення експертизи

.

Заявник

(посада особи, яка склала заяву)

(підпис)

(прізвище, ініціали)

«_____» ___________ 200_ р.
МП
Дата і номер реєстрації заяви

«___»____________ 200_ р. № _____________

(посада особи, яка прийняла заяву)

(підпис)

(прізвище, ініціали)

* заповнюється за наявності у заявника відокремлених структурних підрозділів
(філій, представництв), які провадитимуть будівельну діяльність на підставі о
триманої ліцензії, довідки про внесення до Єдиного державного реєстру підприє
мств та організацій Украї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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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даток

1

до заяви на видачу ліцензії
до заяви на зміну переліку робіт

’

Відомості про суб єкта будівельної діяльності

(заповнюється у довільній формі)

№№

Основні показники

Відомості

п/п

т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1.

Виробничо-технічна Приміщення
Засоби виробництва
база
Оргтехніка та програ
мне забезпечення

2.

Склад працівників з Керівники, професіон
а професійним та к али, фахівці
валіфікаційним рівне Робітники
м*

3.
4.

Технологія виробництва
Інформаційно-правове та нормативно-те
хнічне забезпечення**
Контроль якості

5.

виконання робіт ***

* Відповідно до випуску 64 Довідника кваліфікаційн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професій
працівників

** Вказуються види та способи інформаційно-нормативного та нормативно-техн
ічного забезпечення

*** Вказуються назва та реквізити документів організації, якими регулюється п
роведення контролю якості виконання робіт

( Прізвище, ініціали)

Керівник підприємства

. .

М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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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법 목록>
#

Name of the legislative act

Date

Abbreviated name

1

Agreement on reciprocal recognition of
construction licenses issued by licensing
authorities of member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7. 3.1997

2

Civil Code of Ukraine

16. 1. 2003

3

Commercial Code of Ukraine

16. 1. 2003

4

Land Code of Ukraine

25. 10. 2001

5

Law of Ukraine “On securities and stock market”

23. 2. 2006

Law on
securities

6

Law of Ukraine “On state registration of
proprietary rights to real estate and their
restrictions”

1. 7. 2004

Law on state
registration

7

Law of Ukraine “On financial credit mechanisms
and property management of residential
construction and operations with real estate”

19. 1. 2003

Law on financial
credit mechanisms

8

Law of Ukraine “On mortgage”

5. 6. 2003

9

Law of Ukraine “On institutes of joint investment
(share and corporate investment funds)”

15. 3. 2001

Law of Ukraine “On licensing of certain types of
10 commercial activity”
Law of Ukraine “On city planning and
11 development of territory”
12 Law of Ukraine “On architectural activity”
13

Law of Ukraine “On fundamentals of city
construction”

14 Law of Ukraine “On investment activity”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establishing maximum amounts of funds of
15 customers engaged in development of engineering
transport and social infrastructure of popula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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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000
20. 3l. 2000
20. 5. 1999
16. 11. 1992
18. 9. 1991

24. 1. 2007

Agreement on
recognition of
licenses
Civil Code
Commercial
Code
Land Code

Law on
mortgage
Law on
institutes of
joint investment
Law on
licensing
Law on city
planning
Law on
architecture
Law on
construction
Law on
investment
activity
Resolution on
establishing
amount of
contributions

#

Name of the legislative act

Date

Abbreviated nam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approval of General terms of conclusion and
16
performance of construction agreements in
capital construction”

1. 8. 2005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agreements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17 “On approval of Procedure of setting into
operation of finished construction objects”

22. 9. 2004

Procedure of
setting objects into
operation

11. 4. 2002

Procedure of
approval of
investment
programs

20. 7. 2000

Typical terms
of city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20. 12. 1999

Procedure of
provision of
APR and TT

7. 2. 2002

Regulation on
registration

Order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State
construction norms of Ukraine. Design works.
22 Content, procedure of preparation, coordination
and approval of project documentation for
construction SCN A.2.23.2004”

20. 12. 2004

SCN
A.2.232004

Order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On
23 approval of list of objects not subject to state
expertise according to legislation of Ukraine”

12. 11. 2003

List of objects
not subject to
state expertise

10. 12. 2001

Typical
regional
construction
regulations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approval of Procedure of approval of
18
investment programs and construction projects
and conducting state expertis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approval of typical terms on management of
city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of oblast, Kyiv,
Sevastopol city, department of city construction
19 and architecture of district in the city of Kyiv,
department of city 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residential communal economy of district,
Sevastopol city district state administration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procedure of provis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requirements and technical terms
20 concerning engineering support of an
architectural object and determination of duty for
its issuance”
Ord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Ukraine “On
approval of Temporary regulation on procedure
21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rights to immovable
property”

Order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On
24 approval of typical regional regulation o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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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the legislative act

Date

Abbreviated name

Order of State Committees of Entrepreneurship
25 and Construction “On licensing terms of
conducting construction activity”

13. 9. 2001

Licensing
terms

Order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On
26 approval of Instruction on procedure of
conducting technical inventory of objects of
immovable property”

24. 5. 2001

Instruction on
technical
inventory

Order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On
27 approval of Regulation on procedure of provision
of approval for conducting construction works”

5. 12. 2000

Regulation on
provision of
construction
approval

Order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On
28 approval of Regulation on architectural
construction passport of the object and its form”

9. 9. 1999

Regulation on
architectural
passport

4. 5. 1999

Instruction on
registration
of state acts
and lease
agreements

14. 12. 1994

Regulation on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

Order of State Committee on Land Resources
“On approval of Instruction on procedure of
preparation, issuance, registration and keeping
29 state acts of ownership rights to land plots and
permanent use rights to land plots and land lease
agreements”
Regulation on relations of organizations of
general contractors with subcontractor
30 organizations, approved by Scientific Technical
Council of 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of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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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투르크메니스탄은 ’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하나로 중동․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체제 전환시 다른 CIS42) 국가들과는
달리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소련의 계획경제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그간 니야조프 초대 대통령의 강력한 철권통치로 인해
외부에 동 국가에 대한 사항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임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풍부한
석유․가스자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사회전반에 걸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08.9에는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신헌
법을 채택하면서 시장경제로의 진입 및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어
외국인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과 러시아․이란․터키 등 인접국들은 투르크
메니스탄 진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92년 수교한 이래 최근까지도 실질
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양국간 정상회담 개최
(’08.8, ’08.11) 등을 계기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베르디무하메
도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걸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성공
42) 'CIS'는 '독립국가연합(獨立國家聯合)'을 일컫는 말로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약자로 1991년 12월 31일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의 해체로 독립한 10개 공
화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이며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8월
26일 탈퇴 후에 준회원국으로 참여중이고 그루지야는 원래 회원국이였으나, 2008년에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후에 탈퇴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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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건설 등 제반 분야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투르크메니
스탄의 건설시장․건설업 제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참여 방법과 진출
방안을 모색하여 수주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투르크메니스탄은 '98년 단 한차례의 공사수주를 제외하고는 우리
업체들의 참여 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건설관련 축적
자료가 거의 없고 정보 소스 또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 경제
여건 상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통제되어 있다.
우리공관의 협조하에 현지 출장조사를 수행하여 양질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확보된 자료는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현지 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업체와 현지업체
들의 사례와 경험도 적극 수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우리업체
의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현지 파견자들을 접촉하
여 조언을 얻었고 최근 출장자들을 접촉하여 동 지역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단기 출장을 통하여 확보
및 조사가 어려운 건설자재가, 장비가 및 임금 등에 대한 부문은
현지인 혹은 진출 관심업체에게 위탁시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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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업체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연구범위를
국가의 건설시장 환경 전반으로 정하였다.
본 용역 보고서는 총 7개 장과 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방법에서는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각 장 별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Ⅱ.일반사항」에서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투르크메
니스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가 개황부터 시작하여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 경제적 발전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Ⅲ. 건설시장
현황」에서는 최근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건설시장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하고 건설수요가 발생하는 인프라, 부동산 및 에너지 부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혹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Ⅳ.건설업 관련 제도」에서는 우리업체들이 양국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인허가 및 투자제도와
함께 조세, 금융, 노동 및 고용관련제도 등을 조사하였고 「Ⅴ.공사
투입 요소」에서는 인력, 자재 및 장비조달 등 공사수행 제반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Ⅵ.진출 애로사항」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아국업체
들이 진출함에 있어 자주 접하게 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Ⅶ.진출전략」에서는 진출확대를
위한 방안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이상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업체
진출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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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사항
1. 국가 개황
가. 일반개황
<표 Ⅱ-1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일반개황>
국

명

인

구

정 치 체 제
면

적

수

도

Republic of

위

Turkmenistan

치

중앙아시아

517.9만명(08.7월)

1인당 GDP

5,154달러(07년)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마나트(Manat)

488천 km2
(한반도의 2.4배)
아쉬하바드(50만명)

G

D

P

GDP 성장율

269억 달러(07년)
11.5%

투르크멘인(85%),
민

족

우즈벡인(5%),
러시아인(4%),

종

교

고려인 1,000 여명
Gurbanguly
국 가 원 수

주 요 정 당
인구 증가율

Berdymukhammedov
대통령
투르크 민주당
(舊 공산당)
1.596%(08년)

사

력

해군 500명,

산 업 구 조

시

차

언

어

부 존 자 원

공군3,000명(07년)
국방비
주요 수출품

1억 ,300만불(06년)
가스(57%), 석유(26%),
면사(3%), 직물(2%)

러시아 정교
농업(24.4%),

육군 22,000명,
군

회교(수니파),

주요수입품
환율(달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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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33.9%),
서비스업(41.7%)
GMT 6시간
(한국과 4시간 차이)
투르크멘(공식어),
러시아(통용어)
천연가스, 금, 석탄,
석유, 안티몬, 수은,
유황, 요오드, 시멘트
기계설비(60%),
식료품(15%)
14,250(08.11월)

나.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최초로 수립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92.2 이다. 그간 대사 업무는 러시아에서 겸임을 하다가 '07.6
새롭게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초대 대사로 김종열 대사가 임명되었다.
통상부문에 있어 교역량은 상당히 미미한 편으로 '07년 투르크메니
스탄으로부터의 수입규모43)는 696천불이고 품목은 대부분 면직물,
티셔츠 제품이다. 수출액은 6,744천불로 주로 화학, 엘리베이터, 가전
제품, 시계 등을 수출하였다. 양국간의 투자 실적은 전무하다. 투르
크메니스탄 전체에 고려인은 약 1,000명44)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수도인 아쉬하바드에는 약 2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08.1에는 고려인 협회가 창설되기도 하였다.
2. 정치 현황
가.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투르크메니스탄은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인민평의회에 의
한 권력 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헌법은 ’92.5 제정된 이후 ’08.9까지 총 9차례 개정
되었다. 대통령은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인민평의회에서 선서를
한 직후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임기는 최근까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08.9 헌법개정을 통해 7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지도하고 최고재판소장 등 주요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내각은 총리․부총리․장관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43) 세계무역통계 2007(한국무역협회), 주요수출입통계 2007(관세청)
44)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 5개국 진출 안내(외교통상부, 07.10), 한,중앙아 투자포럼(지경부,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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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정부체제는 공화정 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
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를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
의 CEO도 겸직하고 있어 공식적인 대통령의 직함은 3개에 이른다.
2) 국 회(마즐리스)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은 인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
권력의 원천이며, 자신의 권한을 직접, 또는 대의기관을 통해 행사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의석수는 65석이고 임기는 5년이다. 일반적으로 의회에 부여되는
기능중 일부를 인민평의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다른국가와 다소 다른
점이다. ’08.12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국회의 권한
은 법률의 채택 개정 해석 및 집행여부 감독, 내각 활동 프로그램
승인 문제 심의, 국가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 문제 심의, 선거 감시
감독,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최고재판소장, 검찰총장,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 해임 심의, 국가 상훈 제정 등 이다.
3) 정 당
정당은 '91년 舊공산당이 이름을 바꾼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urkmenistan)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여 그 밖의 정당은 모두 불법화
시켰다. 국제사회의 다당제 요구로 인해 농민정의당(Peasant Justice
Party)이 ’92년 7월에 창당되기도 하였으나 활동은 전무한 서류상의
정당에 불과하다. '90년대 초 반정부 운동단체인 ‘아그지비르릭
(Agzybirlik) 연합’과 야당인 민주당(현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활동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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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명단45)>
직

위

대통령 겸 총리
농업․수자원 부총리
건설 부총리
재정․경재 부총리
교육․보건․과학․종교․관광 부총리
에너지․산업 부총리
국제관계 부총리(외무장관겸임)
문화․언론 부총리
석유․가스 부총리
무역․상업․섬유․관세 부총리
교통․통신 부총리
농업부 장관
통신부 장관
건설부 장관
건설재료부 장관
문화․방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제발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에너지산업부 장관
환경보호부 장관
재정부 장관
외무부 장관
건강의료부 장관
산업 및 건설자재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가안전부 장관
석유․가스 산업 및 광물자원부 장관
철도부 장관
섬유부 장관
무역․대외무역관계부 장관
교통부 장관
수자원부 장관
복지 및 사회보장부 장관
검찰총장
중앙은행장

성

명

Gurbanguly BERDIMUHFMEDOV
Myratgeldi AKMAMMEDOV
Deryageldi ORAZOV
Hojamyrat GELDIMYRADOV
Hydyr SAPARLYYEV
Nazarguly SAGULYYEV
Rasit MEREDOV
Maysa YAZMUHAMMEDOVA
Tacberdi TAGYYEV
Hojamuhammet MUHAMMEDOV
Nazarguly SAGULLYYEV
Esenmyrat ORAZGELDIYEV
Resulberdi HOJAGURBANOV
Ssmuhammet DURDYLYYEV
Yazmirat HOMMADOV
Gulmyrat MYRADOV
Agageldi MAMMETGELDIYEV
Basimmyrat HOJAMMEDOV
Muhammetgeldi ANNAAMANOV
Gurbannur ANNAWELIYEV
Magtymguly AKMYRADOV
aAnnamuhammet GOCYYEV
Rasit MEREDOV(부총리 겸임)
Ata SERDAROV
Jumadurdy KAKALYYEV
Orazgeldi AMANMYRADOV
Myrat GARRYYEV
Garymyart AMANOV
Annaguly DERYAYEV
Orazberdi HUDAYBERDIYEV
Hojamyrat METEKOV
Nokerguly ATAGULYEV
Gurbanmyrat HANGULYYEV
Annageldi YAZMYRADOV
Gurbandurdy KAKALYYEV
Gary HOJAMYRADOV
Guwancmyrat GEKLENOV

45) www.cia.gov에서 인용(’08.10.14 현재)

- 125 -

4) 인민평의회(할크 마슬라하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 지도급 인사 등 총 2,507명으로 구성
된 최고 국가권력기구로, 헌법 제 개정 및 국민투표 실시 문제 등
국가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민평의회는 개헌 및
국정 전반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며, 1년에 1번 개최토록 규정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규정대로 개최되지는 못하다가 ’08.9 개최된
제21차 인민평의회에서 인민평의회 폐지 및 국회권한 강화, 대통령
에게 주지사 임면권 부여, 시장경제체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新 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폐지가 결정되었다.
5) 사법부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시민의 자유․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법원과 최고 경제 법원 및 군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22
명의 법관(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최고재판소는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심리하고
항소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內 모든
법원의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검찰은 검찰총장 및 검사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
고 모든 검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해임된다. 검찰총장은 임명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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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정치 정세
투크르메니스탄은 ’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니야조프
대통령의 철저한 국가 통제하에 폐쇄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니야조프 대통령이 ’06.12 사망한 이후, 의사출신이면서 전임 부총리
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07.2 대통령에 당선되
면서 개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의회(Khalk Maslakhaty) 및 엘리트 집단의 절대적인 지지
를 바탕으로 높은 득표율46)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당선후 니야조
프 前 대통령의 장기간 철권 통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농업분야 등에서 점진적인
개혁47)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개혁정책을 추진중이기는 하지만, 現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前 니야조프 대통령의 정책계승을 천명하고
있어 급격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舊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단일정당
체제 유지 및 실질적인 반대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現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게 민주적 의사결정
을 존중하여 회의를 통해 각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평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라는 점이 다
소 희망적이다. 실질적인 권한의 상당부분을 부총리들에게 위임하기
도 하였다. ’08.9 개최된 제21차 인민평의회에서는 인민평의회 폐지
46) 투표율 98.65%, 득표율 89.23%로 당선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국외에서 망명 정치운동을 하는
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질투표율은 10%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MN News, '07.2.15)
47) 대기업 지원 및 사기업을 허용하고 초중등교육을 9년에서 10년으로, 대학교육을 2년에서 5년으
로 연장하고 외국어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과정을 수정하였고 인플레이션 및 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연금을 약 2배 인상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에의 병원 설치 및 기
존 의료시설을 강화하고 전국민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개방하였다(단, 회선은 2,000선으로 국가
에서 통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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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회권한 강화, 대통령에게 주지사 임면권 부여, 시장경제체제 도
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헙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인
민평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데도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종신형 대통령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개혁의지도 다소 약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개헌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민주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자유경제체제를 향한 진행 속도는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 사유화 등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국내 정국운영을 바탕으로 점
진적인 국내개혁 및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국제관계 동향
투르크메니스탄은 ’05.8 CIS(독립국가연합)에서 탈퇴한 후 준회원
국으로만 참여하는 등 대러시아 예속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만, 러시아와는 경제․군사분야 협력 필요성 증대로 우호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는 러시아 가스관을 반드시 경
유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면에서도 대러시아 군사협력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도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모색중인데 ’06. 4월 중국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07. 8월에는 중국 CNPC 주도의
총 연장 7,0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Central Asia Gas Pipeline)
건설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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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는 최근 가스분쟁이 재발하였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출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08년 초 이란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하였고 이란은 중단조치가 가스 가격 인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획책이라며 재협상을 거부하고, 터키 등 인근국가로의 가스 수출
중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07년중 다소 개선 기미를
보였던 양국 관계는 가스분쟁으로 다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01년 이래 자국의 최대 가스 수입국이자 유력 투
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외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즈베키
스탄과는 소수민족 문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04년 양국정
상이 구소련 당시 양국관계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키로 합의하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자원부국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중국,
서방국가의 에너지 확보 각축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유일
의 미개척 자원으로써 에너지자원 선점을 겨냥한 러시아, 중국 및
서방국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및 유럽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 건설재원을 확보하면서 수
출선을 다변화하고자 상호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SCO 정상회의
(07.8, 키르기즈스탄) 참석을 시작으로 제62차 유엔총회(07.9)에 대통
령이 부의장으로 참석하였으며 CIS 두산베 정상회의(07.10) 참석,
CIS 정부 수반회의 주최(07.11), OIC 정상회의(08.3) 참석, NATO
부카레스트 정상회의(08.4) 참석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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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현황
가. 국내 경제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중 유일하게 체제 전환시 IMF 프로
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과거 소련의 계획경제를 계승하여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
유, 농업 등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
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후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08.9
채택된 신헌법에는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부처의 과장된 실적보고 등으로 정
부가 발표하는 경제 및 산업통계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례로 05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GDP 성장률이
21.4%라고 발표한 반면, EIU는 6%, IMF는 10%로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자료출처에 따라 경제지표의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F 발표자료를 인용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밀, 면화 등) 생
산부진으로 인해 '07년 경제성장률은 6%를 기록하였고 '08년에는 에너
지부문 및 건설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다소 개선되어 8.5%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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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주요 경제 지표 4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49)

200850)

20.4

15.8

17.1

14.7

9.0

9.0

10.0

10.0

-

-

-

5.8

6.4

7.6

9.2

8.5

1,468

1,814

2,347

2,870

3,418

4,279

5,054

6,048

4,391

5,093

5,999

6,966

7,715

8,538

9,483

10,445

11.0

21.7

2.0

22.0

19.2

24.4

-

-

11.6

8.8

5.6

5.9

10.7

8.2

6.5

9.0

-

3.4

3.0

3.0

5.8

5.8

-

-

26.0

9.0

24.8

22.1

13.9

12.4

-

-

수출(억 $)

26.23

28.62

34.65

38.54

49.39

59.35

-

-

수입(억 $)

22.01

18.32

25.79

31.48

36.37

39.72

-

-

무역수지(억 $)

4.22

10.3

8.86

7.06

13.02

19.63

-

-

재정수지(%/GDP)

0.6

0.2

-1.3

0.4

0.8

5.1

0.7

-1.4

경상수지(억 $)

1.15

5.83

3.04

0.82

8.75

33.51

34.03

39.90

경상수지(%/GDP)

1.7

6.7

2.7

0.6

5.1

15.3

13.0

12.5

대외부채(%/GDP)

-

-

13.6

9.2

5.4

3.3

2.0

1.3

구

분
실질

GDP증가율(%)
GDP(10억$)
- EIU 자료1인당 GDP($)
구매력 평가에
의한 1인당 GDP
산업생산증가율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총투자
증가율(%)

공공부문 임금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가속화되
고 있는데 생필품에 대한 가격상한 적용 등 정부의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0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공공부문 임금인상, 수입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3년 연속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08년에도 공식환율
평가절하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물가상승률이 14.5%를 기록 할 것으로
48) IMF(2008.02), ADB(2008.01) 및 지역연구시리즈 3 투르크메니스탄(산은경제연구소)
49) 2006년 대비 추정치
50) 계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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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07년 재정수지는 석유수출수입
(收入) 증가에 따른 재원확충으로 GDP 대비 0.4% 수준의 흑자를 기
록하였으며, '08년에는 연금 지급재개,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 재정지
출 확대로 소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Ⅱ-1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 추이51)>

지표상으로만 볼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
어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GDP도 매년 증가하여 ‘06년 4,279불 달성, ‘08년도에는 6,048불 달성
이 전망되는 등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구매력평가에 의한 1인당 GDP는 ‘08년에는 10,445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 상승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8%에
이른다고 보고52)되고 있기도 하다.
51) IMF(2008.02), ADB(2008.01) 및 지역연구시리즈3 투르크메니스탄(산은경제연구소, 08.4)
52) Guide to doing business and investing in Turkmenistan(2007-2008 edition,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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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정책 추진 방향
베르디무하메도프가 ’07.2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터넷 사용허가․
학생들의 해외유학 장려․외국과의 항공노선 개설 등 제한적이나마
개방과 개혁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외교단․외국기업인들은 現 대통령이 개혁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경제개발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서방 및 인접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08.2에 경제
개발부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청을 신설했는가 하면 ’08.3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현재 자국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생산․수출 확대를 통해, 전기․가스․주거 인프라
개선 및 국가경제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러시
아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 외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개발 사업
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경제개혁 움
직임에 발맞추어 美․露․中․日 등 주요국들은 정부․기업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건설 부문에 대한 진출53)을
적극 추진중이기도 하다.
석유․가스 분야의 높은 개발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에 비해 투르
크메니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부진한 편으로, 최근 연간 FDI는
3억∼3.5억弗에 불과한데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투자 미비
53) 07년말 기준 미·독·일 등 25개국 80개 기업이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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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중에 있다.
서방 국가들54)은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 카
자흐스탄을 대신할 신규 에너지 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
탄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석유․가스 분야는 국
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유․화학, 면방, 건설, 통신 분야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정부가 투자제도 미비, 수출루트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현지 진출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 경제 구조 및 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지표를 보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가 총 수출입의 9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90년대에 전
체수출의 10%를 차지했던 면화는 최근 생산이 둔화되면서 수출비중
이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07. 2월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개발
프로그램」도입을 통해 쇠퇴해 가는 면화생산 등 농업부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루트 확보를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
자유치 등 대외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54) 07년 9월 현재 Burren Energy(영국), Mitro International(오스트리아), Dragon Oil(UAE),
Petronas(말레이시아), Maersk Oil(덴마크) 등 5개사가 PSA계약 체결협상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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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상당부분 계승하는 한편, 국내
경제 전체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가격통제, 고정환율등)로 인해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06년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9조㎥
(세계매장량의 1.9%)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이은 구소련지역 3위,
전세계 1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석유 확인매장량은 약 5억배럴
(1억톤)로 추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06년 11월 남동부에서 발
견된 욜로탄-오스만 가스전(田)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이 최대 14
조㎥5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56)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
연가스에 군침을 흘려온 유럽․러시아․중국의 각축전도 더욱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을 대폭 확대, 정부
예산의 약 70%를 사회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전기ㆍ가스ㆍ소금ㆍ
식수ㆍ집세ㆍ교통비 등 17개 품목을 무상제공 하는 등 빈곤층에 대
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08.2부터는 이륜차인 오토바이와 농기계
인 트렉터를 포함한 휘발유 승용차, 디젤차 등 모든 교통수단 소유
자․연간 승차인원 8명 이하의 승용차 120리터, 3.5톤 이상의 화물차
200리터, 승차인원 8명 이상의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 200리
터, 모든 트렉터 200리터, 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40리터의 석유를 무
상공급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실업 억제 정책을 시행중으로 실업률
을 2010년까지 2～3%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개혁에 의한 기업경영 활성화로 높은 임금, 좋은 조
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개방정책 확대로
55) 이는 기존에 알려진 전국 매장량(약 2조6700억㎥)의 5배에 달하는 양으로 전세계 4위 수준에
해당된다.
56) 美 월스트리트 저널 2008.10.16일자 보도내용(GCA 조사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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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개인기업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증가로
합작 또는 단독 외국 법인도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의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수출 증대와 가스가격 상승
에 힘입어 ’03년 GDP 대비 13.6%에 이르던 국가 부채가 ’06년 3.3%
로 감소하였으며 ’08년말까지 1.3%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에 있다.
정부 운영기금으로는 수입대체 산업화 및 사회 인프라 구축, 보건
부문에 지출하고 있는데 운영기금은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국영기업
들이 벌어들인 외화 및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와 천연가스ㆍ원유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수출 증대로 정부운영기금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표 Ⅱ-4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운영기금 현황57)>
기 금 명
외환보유기금(FERF)
석유가스개발기금(OGDF)
농업개발기금(ADF)
교통통신기금(TCF)
보건개발프로젝트(HDF)

재 원
전 부문 수출소득 중
외화의 50%
원유ㆍ천연가스

투 자 처
주요 국가 프로젝트
광구 탐사 및 개발,

수출 소득 중 일부

마케팅

면화 수출소득의 일부

면화 민 곡물 생산

교통ㆍ통신기업
소득의 일부
공식 임금의 40%

유관 프로젝트
의약품 및 치과진료
보조

라.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 실태
57) EIU(2006), Country Profile: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과 신(新)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KIE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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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對 투르크메니스탄 투자는 정부의 대외교류 제한 등으
로 그간 부진했으나 최근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한 개방정책
추진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진출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07년 투
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 총액은 총 44억 2,000만불이며, 이중 정부
투자액이 84.4%인 37억 3,000만불로 국내 투자 대부분은 정부에 의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
인 직접투자는 ’07년 6억 9,200만불로 총 누계액은 약 56억불로 추정
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산업이 41.9%, 경공업 27.3%, 식료품
20%순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석유 생산량은 300만톤(’06년)에
이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도 성장에 영향을 받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
면서 외국인 투자 손실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
적인 투자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개의 자유무역지대 운영활
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
함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공표(’08.3)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에는 합작법인(JV)을 설립하거나 생산물
분배계약(PSA) 체결, Royalty and Tax Concession Agreement,
Agreement on Service Works at Risk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표 Ⅱ-5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연

도

투자액58)
투자액59)

(단위 : 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76

226

354

418

731

692

150

150

158

315

236

213

58) ADB(2008.2),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2008.3)
59) EBRD, UNCTAD 자료(2008.5), 기관간 투자액 통계에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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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외국인 투자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에너지․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터키가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투자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분야 투자 진출에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러시아․이란․터키 등은 국가간
협정을 통해 진출하고 있다. 독․프․터키․러시아 등 25개국 80여개
기업이 자원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진출해 있다.
국가별 주요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 러시아는 카스피해 연안 가스 파이프라인 재건과 新 가스관 건설
에 합의한 바 있고, 자리트 지역 유전탐사와 무선호출서비스 등
에 4,600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 미국은 모빌오일(Mobil Oil)이 부론(Burun) 유전에 투자하고
Shell 등도 유전탐사에 투자 진출중이며, MIC가 인터넷 사업과
미-투간 직통전화 구축사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 터키가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투자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
으며 이를 이어 이란․아프간․파키스탄․UAE 등 주변국들이
전통적인 투자국으로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영국․덴마크 등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프랑스는 아쉬하바드 고급 건축물 건설 분야를
선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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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석유공사가 노후․방치된 유전 40여개의 복구 사업을
추진중이고 철도설비․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양국
간 가스관 건설에도 합의하였으며
- 일본은 대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20여개 협정 및 계약을 체결,
진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05.1 공관설치를 계기로 석유․가스
탐사․채굴은 물론 정제․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 이스라엘은 Merhav社가 정유공장 재건 사업을 수주하면서 주
요 경제 협력국으로 떠올랐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스
라엘의 수준 높은 면화기술 도입에 관심이 매우 크다.
표 Ⅱ 주요국의 투르크메니스탄 투자 진출 실태

<

국

가

60)

-6

투

자

분

>

야

o Burren Energy Group : Burun 나프트타그 해상유전 채굴
영

국

(2억 5,000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950천톤의 석유 생산중)
o 카자흐스탄 ОАЭ와 영국계 드레곤 오일은 '06년 280백만불을 투자,
카스피해 해양광구 지역인 첼레겐 반도에 석유 채굴 시작
o Mobil Oil : Burun 유전투자
o American Communication Consultants : 비누공장건설(810만불)

미

국

o US Telecommunication : 10개년 통신 발전 프로그램 컨설팅
o MCI : 인터넷 사업, 미-투르크멘간 직통전화 구축 사업
o Shell : 유전탐사
o Norsel : 방직공장 건설(4,000만불)
o Ahmet Chalik : 섬유단지 조성(2,500만불)

터

키

o Engin Group : 섬유공장 건설(690만불)
o Gap-Turkmen : 섬유공장 건설(4,150만불)
o 투르크멘바쉬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16억불 투자
o 폴리멕스 : 아와자 관광특구 인근 국제공항 건설 추진

60) 산은경제연구소-지역연구시리즈(투르크메니스탄, 2008.3), 국가정보원 -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진출
가이드북(2006),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통계정보,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지원자료 종합

- 139 -

국

가

러시아

투

자

분

야

o Zarit : 유전탐사
o Mobile TeleSystems : 무선호출기 서비스(4,600만불)
o Siemens : 남Kamyshldja 유전․가스전 재건(1,240만불), 국제 메디컬
센터 건설

독

일

o Alcatel : 지방 전화국 건설
o Wintershell : 유전탐사
o Mannesman, Alcatel : 나이프 천연가스 처리공장 건설(7,200만불)
o 치에다社 : 원유 정제시설 건설

일

본

o JGC․이토추․나소이바이 콘소시엄 : 폴리프로필렌 생산설비 건설
o 이토추 : 아쉬하바드 기관차 차고 재건축(7,400만불), 철도
운영시스템 컴퓨터화 등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
o 국영석유공사 : 투르크멘-중국간 가스관 건설 사업

중

국

o 석유기술건설회사 : 유정수리 및 굴착사업(2,500만불), 쿰다그 유전
증산 프로젝트
o Nikisi : 석유화학단지 건설, Korpedje-Kurt Kui 가스관 건설

이

란

(1억 5,200만불)
o 파르스 에네르기 : 키야틀항 액화가스 터미널 건설(2,290만불)

오스트
리아
이태리
아일
랜드
프랑스
말레
이시아
덴마크

o 헬가 뮬레르 임포트-엑스포르트 : 석유화학단지내 저장탱크 5개
건설(360만불)
o Agip Swissital : 소다․실․양말 공장 건설(3,070만불)
o ETD Sirl : 석유화학단지 건설(16억불)
o 에메럴 : 환경오염 방지 시설 건설(4,320만불)
o Thjmpson : 아쉬하바드 국제공항 관제시스템 건설
o 테르니스, 악센트 : 석유화학단지 건설
o Petronas : 카스피해 유전 개발(3억 8,600만불)
o Maersk Oil Turkmenistan : 카스피해 유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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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이스라엘

투

자

분

야

o Merhav : 석유화학단지 건설
o Fez Shariah : 석유화학단지 건설

UAE

o Dragon Oil : 첼레켄 반도 해양광구 등 채굴(4,320만불)

스위스

인도

o MAH 투르보마시넨 스바이츠 : 석유화학단지 건설

o Adjanta Pharma : 의료단지 조성(2,500만불)

3)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실태
일본 J.G.C의 하청으로 플랜트 공사를 수행했던 현대건설이 유일
하게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Ⅱ-7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한국 기업 현황61)>

(단위: 천달러)

업

체

현대건설

공

사

명

투르크멘바쉬 폴리프로필렌 & 유틸
리티 프로젝트

금 액
99,555

공

기

1998/11/30
2001/08/30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나, ’08.11 현재 LG상사,
대우International, 현대상사 등이 현지 상주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
광구개발, 석유화학 사업 등에 진출을 모색중이다. 여타 소규모 업체
들은 지상사를 개설하지 않고 두바이 등 제3국 딜러를 활용하여 섬
유․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고 있다. 수도 아쉬하바드에는 LG․삼성
6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CIS 건설진출 확대 방안(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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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가스公, 석유公 등 6개사가 현재
분양중인 카스피해 유전 30개 광구 입찰 참여를 추진중에 있고 08.5에
우리 국토해양부와 투르크멘 해운수로처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08.11에는 우리 국토해양부와 투르크멘바쉬 지방항만청간 「투르크멘
바쉬항 현대화사업 기초․타당성조사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철도, 주택건설, 교량 건설 및 정유시설 건설
참여도 추진중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
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 Ⅱ-8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모색 한국계 기업 현황62)>
구

분

Fnc KOLON

진출 모색 분야
- 원유ㆍ가스, 에너지, 제조업 분야
- 발전소, 항만, 원유ㆍ가스 수송, 석유정재, 중기계,

현대종합상사

기중기, 철강 분야
- 자동차 수출

SK
ML&H.Co.Ltd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
Sam Sung. Co.Ltd.
LG상사
엠코
동양종합건업

- 건설 분야 ㆍ산업 공장, 도로 및 철도 건설, 주택
및 아파트 건설, 유통센터 건설
- 요오드 생산 공장 건설 및 요오드 제품 한국 수출
- 건설, 전력, 제조업, 해상자원 분야
- EDCF 기금으로 현대식 병원 건설 추진
- 정유시설 건설 등
- 건설 분야, 도로 건설 등
- 교량건설 등

62) 지역연구시리즈-투르크메니스탄(산은경제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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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 정책 기조
국가 독립․국익 보호를 위해 영구 중립결의안을 채택(UN총회,
'95.12)하였고 NATO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PFP), 유럽안보협력기
구(OSCE) 및 회교국회의기구(OIC) 외에 여타 다자안보․경제협력기
구에 가입하지 않고 쌍무관계만 중시하고 있다. CIS 정상회의(준회
원국 자격)에도 자주 불참하고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 등에 자주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가스 수출 여건 확보, 외국투자 및 교역 활성
화를 위한 개방정책을 양대 외교 정책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법
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경제 도입을 채택하는 헌법 개정까지 보다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시행중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이란․터키 등 주변 관련국들과의
실질협력 관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보면에서는 아프가
니스탄․타지키스탄 등 인접국과의 국경지역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6. 사회 동향
일부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은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러시아에 대
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투르크메니스탄내 러시아인들
(4-5%)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암묵적 차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젊은층의 경우에는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갈등관계가 표면화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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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과거 소련시절을 거치면서
종교적 색채가 매우 약해져 있으며, 수도 아쉬하바드는 이란국경과
인접해 있어 이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등 사회적으로 이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니야조프 前 대통령에 의한 독재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現 대통령 또한,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저항세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하지만, 대외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와 러시아
로 공급하는 마약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면서 국지적인 소요사태
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現 정권은 이들 세력이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회 소요사태 가능성이 잠재되
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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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시장 현황
1. 건설시장 동향
가. 건설시장 규모 및 특징
'91년 舊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후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건설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어 아슈아바드는 新 두바이로
불리우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07년 대통령직을 계승한
現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기존 정책을 계승하면서 대외
개방과 인프라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 유치를
추진중이다.
건설수요 대부분은 석유가스 자원개발에서 파생되고 있다. 건설
은 섬유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가장 쉽게 받아 들이는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07. 2 - '08. 2 기간 중 외국건설업체인 프랑스와 터
키 업체들이 각각 10억유로, 15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07년 한해동안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아쉬하바드 지역에 주택
및 사회․문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8억불63)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의 건물들은 아쉬하바드시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신기술, 국제시장 지식 및 국제사업 관행에 대
한 경험 부족 등으로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주변국 건설업체에서 위
탁하고 있는데 주변국인 터키, 우크라이나 및 프랑스의 진출이 많으
며 현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63) Guide to Doing Business in Turkmenistan 2007-2008(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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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터키 건설업체들이 투르크메니스탄 근로자들의 임금을
자주 체불하고 그간의 공사에 부실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측에서는 터키보다는 다른 외국 건설업체를 공
사에 참여시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터키 건설업체
들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설
업체들이 입찰 참여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후 대기업을 지원하고 사기업을
허용하였으며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정치, 문화 개발 전략 2020」
을 통해 에너지산업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가스관 가공
인프라 건설과 석유 가스 산지의 종합적 개발을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란-투르크-카자흐를 연결하는 총 연장 697Km의 철도건
설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수도 아쉬하바드 신도시화
정책에 의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및 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중으로
낙후된 도심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신도시화에 따른 도로 직선화 및 수도-수도권 연결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도 진행중이다. 또한, 외국 차관, 외환보유기금 등을 활
용하여 수도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건설 부문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문에서는 프랑스, 터키, 중국, 우크라이나 등
외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에 있다.
나. 현지 및 외국 건설업체 현황
현지 및 외국 건설회사는 매우 다양하나 전체 건설 시장의 절반
정도를 프랑스계의 국제적인 건설회사 Bouygues-Turkmen이 장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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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나머지 시장을 약 200여 개의 주요 터키 및 그 밖의 건설회사가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외국건설업체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업 면허가 발급되는데 현재 건설업 면허64)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중인 외국업체는 100여개, 현지업체는 2,000여개 수준이다.
현지에는 많은 외국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프랑스, 터키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부익(Bouygues-Turkmen), 터키의
폴리멕스, 벨더, 샤킨, 에호리, 가핀샷 등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나 중국업체는 아직 진출 사례는 없다. 최근에는 일부 터키계
업체들의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였음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터키계 업체들의
평판이 다소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3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일부 건설업체가 진출해 있다.
건설 현황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회사 마진 인정 폭은 대체로 약 20〜30%정도로
양호한 편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절대 없으므로 입찰 시에는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며 재정 상태가 양호한 건설
회사로는 최근 합병된 부익(Bouygues-Turkmen)과 터키 건설회사
이긴 하나 과거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는
이유로 자국 건설회사로 인정받으며 現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폴리멕스가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한 터키 건설
회사 중 역대 총 수주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핀샷(GAPINSAAT)
정도가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64)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 장관 '두르들리예프‘ 면담내용(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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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익社는 대통령궁․의사당 콘서트홀․스포츠센터 등
아쉬하바드의 국가 주요 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있고 터키 회사들은
플랜트 등 생산시설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건설업체들은
가스 대금 상환과 연계하여 비료공장, 가스 압축공장 등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중에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건설업을 영위
하는 회사들의 투르크메니스탄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터키업체는 가격경쟁력을 통해, 프랑스
업체는 양질의 건축을 통해 건설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 인프라 및 부동산
카스피해 연안 투르크멘바쉬에 조성되고 있는 Avaza 관광특구와
도로․철도 등 운송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건설 붐은 전국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90년대 초 건설되어 공실율이 높았던
호텔과 오피스는 국제기구와 서방 각국의 대사관들이 입주하면서 조
금씩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수출에 따른 정부재원 증가와 외국
차관, 외환 보유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현대화
와 신규 인프라 투자사업, 수도 건설 사업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
성을 절감하고 있어 건설 붐이 중ㆍ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은 舊소련 연방 시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리모델링이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 관리들을 위한 호화
- 148 -

고층 아파트가 대규모로 건설 중이며 서민용 주택의 개량 및 건설
수요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투르크 아파트의 상당
부분은 이미 분양된 상태이고 또한 현지인이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시장 진출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0∼15년
경력의 숙련된 건설노동자들이 풍부하여 주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부에서 자체 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청사 건물에 대한 발주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건설부에서는
설계를 담당하는 자체 연구소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의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Bouygues(프) : Ministry of Agriculture (5천만불)
․Bouygues(프) : Seat of the People’s Council (9천만불)
․Bouygues(프) : Officers’ Barracks and Mess (8.5천만불)
․Bouygues(프) : Ministry of Textiles and Carpet Museum (3.5천만불)
․Bouygues(프) : Ministry of Communications (4.5천만불)
․Bouygues(프) : 5 star hotel (27천만 유로)
․Bouygues(프) : Gas and Oil Institute (9.5천만불)
․Bouygues(프) : Presidential Complex (25천만 유로)
․Bouygues(프) : Health therapy residence (금액 미공개)
․Bouygues(프) : Ministry of Construction (4.1천만불)
․Efor(터) : Bairamaly town 요양소 (30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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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meks(터) : Ministry of health residence (금액 미공개)
․Polimeks(터) : Ashgabat Bazaar (27.7천㎡)
․Polimeks(터) : Municipality Residence - 4 (12천㎡)
․Polimeks(터) : Central Bank Elemantary Education School (33천㎡)
․Polimeks(터) : Central Bank Housing Estate With 180 Suites (38천㎡)
․Polimeks(터) : Turkmenbashi HOTEL (10천㎡)
․Polimeks(터) : Faculty of medicine/ASHGABAD (135천㎡)
․Polimeks(터) : Oncology HOSPITAL(21천㎡)
<그림 Ⅲ-1 프랑스 부익에서 건설중인 5성급 호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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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자 관광특구, 올림픽 타운 건설 등을 제외하면 대형 프로젝
트성 국제 입찰은 많지 않다. 최근 추진 중인 주택건설 관련 국제입
찰은 아래와 같이 중․소규모 프로젝트들 뿐이다.
․국경수비대용 국경검문소 부속건물 건설(8개동 40가구)
․국방부용 문화센터 건물 설계 및 시공
․관세청용 세관 초소건물의 턴키 공사(쿤야 우르겐치市)
․국방부용 주택건설(9개동, 264가구)
․아슈하바드(Ашхабад)市에 5층 아파트 2동(각동 40가구)
․투르크멘 내무부용 과학센터 설계 및 ‘턴키’ 공사
․아쉬하바드 시내 병원건물 설계 및 시공(4층, 150개 병실)
<그림 Ⅲ-2 건설부에서 자체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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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 현황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도로 총연장 길이는 24,000㎞65)에 달하며
아시안 하이웨이는 총 길이가 2,204㎞에 이른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승용차 증가와 화물량 급증으로 도로 확장
및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 도로에 사용
되었던 저급 아스콘으로 인한 도로의 제동성 저하로 인하여 내열성
과 제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 건설에 관심이 매우 높다.
<그림 Ⅲ-3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건설 관련 주요 추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마리-투르크멘아바드 구간 교량 개보수(1억불)
․투르크메나바트의 아무다리아강 횡단 2,320m 도로교량 건설 공사
(2.3억불) 추진
65) 포장도로 19,488㎞, 비포장도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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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도 아쉬하바드-카라쿰-다쇼구즈간 650㎞ 6차선 고속도로
건설(5개 주 주요 도시와 카라쿰 사막 관통) 완공
․아쉬하바드-투르크멘바쉬 550㎞ 구간 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진행중
․아쉬하바드-마리-투르크멘아바드-아타무라트 630㎞구간 자동차
도로 복구 진행중
<표 Ⅲ-1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상태>
도로명

경

로

길 이

포 장
(2차선이상)

비포장

Farap –Turkenabat –Mary –Tejen
AH5

AH70

–Ashgabat –M
Serdar –Turkemenbashi
Bekdash –Turkmenbashi –Serdar
–Gudurolun

1,227

1,227

499

475

24

AH75

Tejen –Sarahs

120

120

AH77

Tourghondi –Serkhetabat –Mary

315

315

AH78

Ashgabat –Chovdan Pass

43

43

총계

2,204

2,180

24

비율(%)

100

98.9

1.1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5개주에 걸쳐 자동차 도로를 건설, 운영중
이며 현재 지방국도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총연장 길이는 13,640km이다.
현재 1,624km 구간에 대해서 국제표준인 Category -1(왕복 6차선,
중앙분리대 포함, 편도 12.25m)기준에 맞춰서 도로공사에서 자체
시공중에 있다. 시공중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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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하바드 - 다소구즈 구간 : 546km
․아쉬하바드 - 투르크멘바쉬 구간 : 574km
․아쉬하바드 - 마리 구간 : 353km
․마리 - 투르크멘아바드 구간 : 255km
․투르크메나바드 - 파랍 구간 : 35km
상기 공사들은 정부발주 공사로 대부분의 건설인력 및 장비들이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상기 1,624km구간에 총200개
의 교량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중 118개의 교량을 외국업체에서 시공
하고 있고 이중 가장 긴 교량인 아무다리아강 교량건설은 한국업체
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투르크멘바쉬
와 다소구즈 구간과 다소구즈와 투르크메나바드를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에 있으나 아직까지 발주시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도로공사에서 자체 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 철도인프라 현황
화물량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건축 자재 중심으로 급증(2006년
1/4분기 13%)추세에 있어 철도인프라 신규 건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5년 기준, 철도 총 길이는 2,440㎞로 대부분 국경
지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추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투르크멘-이란을 연결하는 총 697Km의 철도건설중 투르크멘
베리케에서 이란 국경까지 256Km를 민간기업 입찰방식을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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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젠-세라흐-메쉬하르 구간 300㎞와 투르크멘아바드-아타무라트
구간 203㎞가 완공되어 성공적으로 운영
․2004년 12월 착공된 아쉬하바드-카라쿰-다쇼구즈간 560㎞ 연결
철도가 완공(2006년)되어 개통
․현재 투르크멘바쉬 벡타쉬 구간 공사 진행중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헤라트-투르크메니스탄 연결
공사가 계획중
․Kazanjik-Kizylatrek, Kazanjik-Kizylkay, Turkmenbasy -Kuulisol
-Bekdsh 등 3개 신규 철도 노선 건설 예정
<그림 Ⅲ-4 투르크메니스탄 철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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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시설 현황
주요 항만은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멘바쉬항으로 「4,000만불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현대화를 모색중에 있고 석
유수출 능력 제고 및 여객 수송 증대를 위해 이란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에케렘에 제 2항구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아무다리아강과
카라쿰 운하를 이용한 선박 수송 활성화도 모색중이다. 투르크멘바
쉬항만 현대화사업에 관련하여 08.11 한국의 국토해양부와 투르크멘
바쉬 지방항만청간에 「투르크멘바쉬항 현대화사업 기초․타당성
조사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투
르크멘바쉬항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초자료조사」용역을
통해 기초조사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림 Ⅲ-5 투르크멘바쉬항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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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항시설 현황
국제공항은 수도 아쉬하바드 공항, 투르크멘바쉬 공항, 투르크멘
아바드 공항, 다쇼구즈 공항 등 4개가 있고 활주로 확장․관제 시스템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아와자 관광특구에는
터키계 건설사 폴리멕스사에서 기존 투르크멘바쉬 공항을 국제공항
규모로 현대화하여 시간당 800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공항
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쉬하바드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며 이밖에 국제선 항공기 전기종을 보잉기종으로 교체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선 전용공항은 발칸아바드,
마리, 기질라바트 등 3개가 있다.
<그림 Ⅲ-6 투르크멘바쉬 국제공항 신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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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타
1) 아와자(AVAZA) 관광특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르크멘바쉬 인근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
한 아와자 관광특구66)에 인프라 건설을 추진중으로 이 프로젝트에는
인공수로(7km)를 건설하여 카스피해와 연결하는 사업과 투르크멘바
쉬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르디무하메도
프 대통령은 동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전체 특구 면적은
1,700ha 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16km로 3단계67)로 나누어 계발할 계
획이며,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1단계 사업은 내각의 승인(’07.7)을 받아 착수하여 2011년 완공할
예정으로 1.79억 유로를 투입하여 폭 50-70m, 길이 7km 규모의 인
공수로를 현재 터기 기업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역
내 주요 시설로 호텔, 성인․어린이 놀이시설, 스포츠 콤플렉스, 요
트장, 수중공원, 캠핑장, 고급빌라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변에 인
접한 부분은 러시아, 터키, 프랑스, 이란 등 8개 기업이 토지를 임대
받아 시설들을 건설중에 있다.
2․3단계 사업 부지는 약 960ha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관광
단지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와자 관광특구는
향후 건설예정인 투르크멘바쉬 국제공항, 국제항만과 인접한 교통상
요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6) 총면적 1700ha, 약 500만평
67) 1단계 지역면적은 751.6ha, 2․3단계 사업추진 예정지역 면적은 각각 약 5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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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아와자 관광특구내 주요 시설 건설 현황68)>
국

터

가

키

회 사 명

주요 추진 프로젝트

Polimeks

요트클럽, 호텔

이스칼레

Cottage

세

Cottate

힐

러시아

Itera

9층호텔

프랑스

Bouygue

비즈니스 센터

Pars energy

Cottage

이

란

아와자 관광특구 투자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
되는데 우선, 관련 입국자(전문가, 노동자)에게 즉각적으로 입국비자
를 발급하며 해외 과실송금 필요시 마나트의 외환으로의 환전을 보
장하며 아래에 명시하는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가 면제된다. 투자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관광체육위원회에
제출69)하여야 한다.
․건설 및 기 건설된 설비들의 운영을 위한 상품 수입시 관세
․계약서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토지임차료, Licence Fees
․관광시설 및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투자자의 관광객 유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15년간)
․투자자의 새로운 관광시설 건설관련 활동에 대한 재산세
68) 투르크메니스탄 출장 참고 자료(국토해양부, 2008)
69) 제출된 서류는 17명의 각부처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하며, 계약내용에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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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관광설비 및 인프라에 대한 재산세(15년간)
․투자자의 관광객 유치 수입에 대한 이윤세(15년간)
<그림 Ⅲ-7 아와자 관광특구 주요 시설 건설 현장>

이밖에 과실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
해야하는 의무도 없고 건설공사시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인을 70%이
상 고용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의무도 없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아와자 관광특구의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10억불을 배정해 놓은 상
태이며 도로, 상하수도, 발전소, 인공수로 등은 이미 발주하여 공사
가 진행중이다. 행정청사, 의료시설, 경기장, 콘서트홀, 박물관 및 비
즈니스 센터 등 공공시설도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위에서 언급했듯
이 인근 투르크멘바쉬 공항을 시간당 800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
는 국제공항(특구로부터 20km 거리) 규모로 현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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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아와자 관광특구 조감도>

2) 올림픽 타운 건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스포츠 발전을 목표로
아쉬하바드 시내 現 올림픽 스타디움 인근 157ha 면적에 올림픽 타
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는 올림픽 타운 건
설을 통해 각종 국제 체육행사의 유치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
픽 타운은 모든 올림픽 종목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
이다. 경기장 외에도 각종 위락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동 올림픽
타운 내 주요 건축 예정 건물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주경기장(6만명 수용, 현 올림픽 스타디움 위치)
․공연장(1만명 수용 가능, 주차장에는 차량 1,300대 주차)
․실내 및 실외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3,000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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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학교(학생수 350명 가량)
․병원
․호텔(5성급, 1,300명 수용)
․비즈니스 센터
․쇼핑센터
․선수촌(10,000명 이상 수용)
동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투르크메니스탄 현 대통령이 터키
업체인 폴리멕스와 레바니즈에게 허가70)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Ⅲ-9 올림픽 타운 모형71)>

70) www.turkmenistan..ru 인터넷판 기사(2008.11.26)
71) 2008.10.14 베드리무하메도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 해외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타운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사진은 설명회시 제시한 모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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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자원 인프라 건설
에너지 자원 관련 산업(석유, 가스)은 GDP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주력산업으로 국가 통제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외국인투자법 외에도 별도로 석유가스자원법(’08.8 개정)을 통해 여
타 외국인 투자와는 별도의 체계로 관리중이다. 동 법은 외국기업이
광구 취득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생산물 분배계약(PSA)을 체결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기업과의 인데 에너지 자원 개발
전략(정책) 기본원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국익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하고 특정국의 배타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다. 배타적 지배 배
제를 위해 특정국과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기도 한다.
단기간 내 탐사 매장량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대규모의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을 통해 기존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를 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원유 가스 개발 정책은 육지와 해상으로 이분하
여 실시하고 있는데 원유 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카스피해
해상 광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육지의 원유 가스에 대한 외
국인 투자는 인프라 구축에만 한정되어 있다. 육지에서는 PSA를
체결하지 않으며 인프라 건설,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있어서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공개입찰에 의해 계약체결을 추진중이다.
現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후 카스피해 해상 광구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외국과 원유개
발 계약 체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수송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개방으로 주변국들은 천연가스 확보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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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72)>
(단위 : 억톤, 조 m3)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

유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95

가

스

2.86

2.86

2.86

2.01

2.83

2.83

2.83

2.83

2.83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06.5 EBRD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원유는
120억톤, 천연가스는 22조㎥가 매장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있으며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2조 8,300억㎥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가. 석유
석유는 서부지역과 카스피해 연안 등에 현재 약 3억톤이 매장73)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확인매장량만 9,500만톤 규모이다. 유전
개발을 시작한 ’29년이래 80∼100여개의 유전을 발굴했고 탐사가
용이한 33개 유전중 20여개의 유전을 개발중이다. ’07년 기준으로
원유는 794.2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Turkmenbash, Seidi 등 2개의 정유공장을 보
유하고 있으나 시설낙후로 정유능력이 떨어져 외국기업의 참여하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Turkmenbash단지는 이미 이스
라엘, 터키, 일본, 네덜란드 참여하에 현대화공사를 마쳤으며 정유능
력 12만 5,000배럴의 Seidi 정유공장은 중국 등 외국기업의 참여하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재건설을 추진중이다.
72) EIA(2008.2)
73) 최대 추정 매장량은 50-70억톤으로 투르크멘 정부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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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할, 마리에도 석유 화학단지를 조성, 연간 총 3,500만톤의 원유를
가공, 2,000만톤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 '2020' 에너지 개발계획74)을
통해 에너지산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가스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형성하고 석유 공업단지 증축 및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등
석유화학단지 집중 육성정책을 취하고 있어 관련분야 진출이 기대된다.
나. 천연가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량(연간 600억∼650억㎥)의 70%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가스 수출가격 재협상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니야조프 정권이 ’03년 체
결한 25년 장기 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수출량의 88%(약 400억 ㎥)
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Gazprom社의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러시아는 이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저
가로 구입 후 우크라이나에는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한편, 중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
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일한 노선인 Korpezhe-Kurt Kui 라인을 통해
이란으로도 가스를 수출중이다. 다만, ’09년부터 점차적으로 연간
400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어서 향
후 카스피해 동안 가스관 건설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출 분야에서 대
러 의존도가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4) 2020년까지 가스관 가공 인프라 건설과 석유 가스산지의 종합적 개발을 규정 에너지
전반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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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표 Ⅲ-4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가스 국영회사 현황75)>
기 업 명

기

능

투르크멘네프가즈(Turkmenneftegaz)

국내판매 및 수출

투르크멘오일(Turkmenoil)

석유 생산

투르크멘가즈(Turkmengaz)

천연가스 생산

투르크멘네프테가즈스트로이(Turkmenneftegaztroi)

석유/가스부문 건설

투르크멘게올로기아(Turkmengeologia)

광구 탐사 및 개발

천연가스는 확인매장량만 2.9조 ㎥로 CIS국가중 3위, 전세계 14위
수준이며 매장 지역은 주로 카스피해 및 아무다리아주에 집중되어
있다. ’06.11월 남동부에서 발견된 욜로탄-오스만 가스전(田)에 매장
된 천연가스의 양이 최대 14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
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한 추정매장량은 25조㎥으로 CIS국가
중 2위, 전세계 3위 수준이다. 현재까지 147개 가스전을 발굴하여 그
중 51개 가스전을 탐사했고 23개 가스전이 개발 계획 단계에 있다.
신정부는 ’07.3 에너지 프로젝트 평가 라이센스 발급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석유자원 활용청을 신설하였다. 2020
년까지 아할르 마리에도 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 상기 4개 정유
시설에서 연 3,500만톤의 원유를 가공하여 이중 2,000만톤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생산도 2030년까지 2,500억㎥로 확대할 예정이다.
75) Alexandre Repkine(2004), "Turkmenistan: Economic Autocracy and Recent Growth,"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 Term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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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투르크메니스탄 對유럽 에너지 공급망76)>
명

칭

구

간

진행상황
-08년 건설시작, 11년 완성계획이나

Nabucco

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지리(약64.6억불)

추진여부 불투명
-수송능력 : 연간 250-310억㎥
-길이:3,300㎞
-99 타당성조사, 러,이란 반대로 지체

Trans-Caspian
가스관

-06 러,우 분쟁으로 재추진
투르크멘-아제르(바쿠)

-07 러,투,카 기존노선 활용합의로 추진
불투명
-수송능력 : 연간300억㎥

Trans-Caspian
송유관

BTC 송유관

Odessa-Brody
-Poland
송유관

카자흐(악타우)-아제르

-07 타당성 검토단계

(바쿠)

-길이 : 700㎞

아제르(바쿠)-그루지야
(트빌리시)-터키(세이한)

-05.5 가동시작
-수송능력 : 하루 100만배럴
-길이 : 1,776㎞
-오데사-브로디구간 01년 완성(674㎞)

우크라이나(오데사)-폴란드

-06년 플록까지 연장결정

(브로디)-폴란드(플록)

- 러 반대로 무한 연기중
-수송능력 : 연간 9백만톤

주요 추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Seidi 정유공장 개보수(3억불) :연 600만톤의 원유 정제시설 보유 추진
․ Seidi가스 화학생산 단지 건설(8억불) : 연 20만톤의 폴리에틸렌 생산
․ Vyshka-Belek간 송유관 복구(42㎞, 300만불)
․ Okarem-Vyshka간 송유관 건설(135㎞, 1,150만불)
76) 한-중앙아시아 투자 포럼(지식경제부, 08.12.11)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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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Cheleken, 북Erdekli, 남Kamyshldja 유전 개발(각 3,000만불)
․ Shatut, Ekerem, Nebitlidje유전 복구 (총 5,000-6,000만불)
․ Frunze Sumy(우) : Hazar 가스 가압소(69백만불)
․ 원유 진공증류(vacuum distillation of black oil) 설비 설계 및
시공(연 200만톤 규모)
․ NGL 회수 시설 설계 및 개보수
다. 전력
전력 생산은 국가에서 독점하여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무료 공급에 따른 국민들의 무절제한
전기사용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직 생산량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은 마리(투르크메니스탄 남부), 투르크멘바쉬(서부),
발카나바트(서부), 아바단(중부), 세이디(동부) 등 5개의 가스화력발
전소에서 주로 생산되며 수력발전소는 힌디구시(서부) 1개뿐이다.
연간 총 전력 생산량은 3,250MW로 이중 600MW를 수출하고 있다.
여타 중앙아 국가들과는 달리 천연 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으로 수력발전은 1%미만에 불
과하다. 바터 협정에 의해 생산량의 15∼17%를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파키스탄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 주변국과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을 연결하여 ’04년에 11.36억KWh를 수출했으며 320㎞의 송전
선을 건설하여 이란 북부 네비트다그, 알리아바드로 시간당 200500MW를 송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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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소련시대에 건설된 전력생산 설비의 낙후로 생산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 GE의 기술지원을 받아 에너지 손실율이
40%에 달하는 가스터빈 교체 및 송전선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 재고를 위한 전력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전력인프라 개선을 통해 2010년까지 총 발전능력을 4.6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전력소비는 2020년까지 200억KWh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수출도 2020까지 115억KWh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까지 3개의 전력생산시설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터키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3개의 전력생산 시설 공사 목록
은 다음과 같다.
․ Ahal HPS (254.2MW), 개보수
․ Avaza HPS (254.2MW), 개보수
․ Balkanabad HPS (254.2MW), 신규 건설
현재 운영중인 5개의 발전소중 3개의 발전소에 대해서 재건축
또는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발전소들이 대부분 낙후되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된 입찰공고들도 매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투르크메니스탄 대부분의 전력생산설비는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소
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태양과 풍력을 이용한 발
전시설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태양열
전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생산시설 건설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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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아프간 파키스탄 경유 송전선 건설(1,150㎞, 2.88억불)
․Nebitdag(200만불), Serakhs(200만불), Kerki(200만불), Farab(200
만불), Seidi(350만불), Dashoguz(350만불) 송전소 건설
․Kyzylatrek(3.5억불), Dashoguz(1.75억불), Turkmenbasy(6,200만불)
열병합 발전 설비 건설
․Ashgabat 전선 생산시설 재건축(3,000만불)
<표 Ⅲ-6 연간 전력 소비량77)>
연

도

전력소비량

(단위 : 10억KWh)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6

5.8

6.9

6.6

7.6

7.5

7.2

7.6

77) EIA(2008.1)에서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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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설업 관련 제도
1. 외국인 투자 제도
가. 외국인 투자 정책
니야조프 전 대통령 시절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대외교류 제한으로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였다. 외국회사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6억배럴의
석유와 100조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초반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했던 슈퍼메이져 회사들중
아랍에미레이트의 Dragon Oil, 말레이시아의 Petronas 및 영국의
Burren Energy 등 극소수만이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
탄에는 생산된 석유를 수출할 파이프라인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항구시설도 부족한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결국, 법률․제도적 미비, 일관성 없는 법 적용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친화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07년 들어 베르디무
하메도프 현 정부가 투자원금 보장, 조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특
혜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스ㆍ석유 탐사 및 개발, 석유화학, 설비장치, 건설, 섬유, 전력,
사회간접자본 등이 투자 유망 분야로 부상하였고, 중국, 터키, 독일,
우크라이나 등이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인 원유ㆍ가스 및 면화산업에 대해 외국투자 의존도
심화되어 외국인 투자도 원유ㆍ가스 등에 편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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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승인에 있어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형 투자계약은 정부가 통제ㆍ관리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며,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기업을 파트너로 합작
사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독립 직후인 ’92〜’93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를 위해 외국인 투자 승인법ㆍ외국인 경제활동법을 제정하는 등 외
국인 투자 기반 조성 주력하였고 이후 ’97년 은행법, 개인 소유권,
지적재산권 보호법, 석유자원법 등을 제정하였다. ’90년대 제정된 각
종 법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 특혜와 국제협정에 관한 우
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원유ㆍ가스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원유ㆍ가스 개발 참여는 경쟁원칙을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
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원금 보장 및 수익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통상ㆍ대외경제부는 ’95년에 투자 우선 분야로 가
스ㆍ통신ㆍ직물ㆍ농업ㆍ보건ㆍ관개 분야를 지정하고 93개 투자프로
젝트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성장이 자극제가 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면을 보이게 되었는데 투자 손실 최소화를 위
한 안전장치, 소규모 투자 우대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투자 유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고유가 추세를 고려, 안정적인 자원
개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ㆍ제조업 등 낙후된 산업의 발전과
대체산업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투자 유치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그간 운영이 부진했던 10개의 자유무역지대의 운영 활성화도
본격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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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가스 개발 계획(2007-2030)」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이후 발표된「투르크메니스탄 경제, 정치, 문화
개발 전략」은 2020년까지 석유, 화학, 전력, 광업, 섬유, 건설, 운송,
통신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정부의 발전 계획을 담고 있다. 모든 투자
제안서는 정부의 이러한 투자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
나.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은 투르크메니스탄내 외국인 투자의 법․경제․
구조적 기초를 규정한 것으로 외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
으로 ’93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08.3 전면 개정되었다. 소규모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과세 면제, 소득세 면제, 재투자 자본 과세 면제 등의
세제 우대조치를 시행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시 국내법 이행
등 외국인 투자자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동 법에는 등록절차,
제출서류, 관세특혜, 수출입활동, 조세, 투자금지 분야 등 투자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정과 지재권, 사회보장, 파산 및 분쟁해결 절차 등도
망라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외국인 투자법(개정-번역본)」
편에 수록하였다.
다. 외국인 투자 제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 다소 폐쇄적인 환경을 가
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
지기도 하며 친분이 두터운 국가의 회사들에게는 입찰에서 매우 유
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은 다음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투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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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위생 및 환경기준요구
준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 투자자의 생산물은 국내 기준보다 품질이 동등 이상이
어야 한다.
3) 외국 투자에 의한 자산은 정부소유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석유법 53조, 보험법 3조 등에 의거)
4) 회계 감사 보고서를 투르크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 설립 시 전체 고용 인원의 최소 70% 이상을 투르크메니
스탄 국적의 현지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건설회사의
경우 대규모 턴키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라. 투자 인센티브(우대 사항)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 신고된 투자액 내에서의 장비 및 개인 비품에 대해서 면세 적용된다.
2) 섬유산업이나 건설업 등에 대한 장기 투자의 경우 세금 면제
혜택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각각의 건
별로 협의되어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3) 투자 후 투자액 회수에 대한 세금 혜택은 각각의 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되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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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법률78)>
명칭

법안 주요 내용
o 외국인 투자시 관세 특혜

외국인

o 투자시 필요한 서류

투자법

o 투자 금지 분야 명시

지대법
법인
설립법

노동법

1993년
2008년

o 외국인 투자 보호관련 내용
자유무역

공 표

o 자유무역지대 설치 지역, 설치 목적
o 외국인 자유무역지대 진출시 혜택

개정
1993년
1994년
개정

o 법인의 종류 및 설립 절차
o 설립시 구비 서류

1999년

o 인수, 합병, 청산 절차
o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o 급여조건 및 휴가 등 법적 기준
o 복리 후생

1993년

o 외국인 채용
외국인
경제
활동법

외국인
투자
승인법

외환
관리법
외국인
투자
보호법

o 외국․투르크멘간 경제활동 기본원칙
o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와 주요 원칙, 법적 기준
o 관련 규정․규제절차 및 관련부처 권한
o 외국인 경제활동 보류․만료․분쟁 중재 활동 등
o 외국인의 투르크멘내 활동, 투자 승인의 구조,

1992년
1993년
개정

경제․법적 환경을 규정
o 외국인 투자승인 개념․규정․원칙

1993년

o 승인기간․대상․목적 및 승인기업 설립․활동
o 승인규정․법절차 및 승인기업의 권한 등
o 외환운영에 대한 일반원칙 및 외환의 이용․보유
관련 거주․비거주자의 권리와 의무

1993년

o 외환규정 위반 방지․처벌 장치 등
o 투르크멘내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보호
목적
o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자본의 정보보호를 명시
o 자산 이전․외환 거래 보장 등

78) 투르크메니스탄 투자 진출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06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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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 현지 법인 설치 제도
가. 해외투자 기업의 법적 형태
외국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투르크메
니스탄 「기업법」에 따르면 현지법인 형태는 대표적으로 개인기업,
Economic Society 및 주식회사 유형이 존재하며 지부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연락사무소 또는 지사 등 두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는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직접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지 거래선 등
현지 업체와 모기업과의 중간 역할 및 모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국기업의 지사는 이 기업의 부속기관
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단독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모기업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은 현지 활동목적에 따라 위의 유형 중에서 현지 진출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들의 등록
형태들을 살펴보면, 지사 및 현지법인 유형이 가장 많다.
현지에서 사업이 착수되면 필요에 따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공사의 70%를 현지법인에 반드
시 하도급 해야 하는 현지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통 외국 자본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은 소유법인 또는 소유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현지법에 따라
현지회사로 분류된다. 외국인 또는 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할
경우에는 법인이 반드시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외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본사가 지분의 99%를 소유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사장이 1%를
소유하는 형식의 현지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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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등록형태에 따른 외국기업의 분류>
등록형태

설치 요건

장 점

경제발전부에 반드시 등록

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

법적

지위가

단 점
없으며

자본금의 부담 별무

자체 영리 사업 불가

o Branch Office와 설립 절차나 비용은 동일한 반면에 현지 업체 미팅 및
연락 등 단순한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자체적 사업 진행 불가
o 대부분 Representative Office의 설립 없이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추후 지사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o 정부 발주 입찰에 본사를 대리하여 참여는 할 수 있으나 Branch Office
(지사)와 같이 회사와 회사간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진행 불가
경제발전부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립
조건은 없으며 설치 관련
서류 제출 후 약 2개월 소요

Branch
Office
(지사)

법적

지위는

없으나

본사를 대행하여 현지
자체 사업 시행 가능
하며 자본금의 부담이
별무

현지

수주

사업의

70%를 현지기업에 의무
하도급 : 합작법인 설
립을 통하여 회피 가능

o 외국법인의 대부분이 지사 설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
o 현지 변호사의 조언에 의하면 먼저 현지에 사업을 대리할 수 있는 Agent
를 확보한 후 Agent를 통하여 각종 계약을 추진한 다음 계약이 성립되면
Branch Office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
o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사 설립을 하지 않고 현지 Agent를 통하여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사업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사 설립이 필요
o 국가간의 협약에 의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보유
현지 법인에 준한 세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구성하여 법인

Foreign

설립 가능

자체 사업 시행이 가

무법에

능하며 외국인 100%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소유라 할지라도 현지

간의 협약에 따라 지

법인으로 취급

사가 가질 수 있는 외

(Joint Venture)

세금을

국 법인의 특권 전무

Capital
Participation

따라

o 외국 기업이 정부 소유의 공기업과 JV를 형성할 경우 전체 지분의 49%
이상 소유가 불가
o 그러나 출자를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엔 외국 기
업이 법적 보유한도인 49% 이상의 소유가 가능(단, 이 경우, 모든 의사결
정을 투르크메니스탄측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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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기업활동 면허 취득 및 설립 절차
1) 기업 활동 면허 취득
투르크메니스탄 자본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대표사무
소나 지사 설립, 기업이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활동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기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 및
지사(자국, 해외)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업 면허 발급에 관
한 사항은 이후 「3.건설업제도」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기업활동을 수출입 및 투자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합작회사나 사무소 개설
없는 단순 수출입 계약은 국영 상품․원자재 거래소(State Commodities
and Raw Materials Exchange (SCRME))에만 신고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작회사․사무소 등을 투르크메니스탄내에 설치
하여 수출․입 업무를 하는 경우는 투자로 인정, 영업개시 이전에
SCRME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청(State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SAFI))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SAFI는 외국인 투
자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외국업체의 등록을
점검한다. SAFI는 ’96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프로젝트의 집행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기업 등록 허가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법」에 따라
기업 설립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기업 등록의
가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 기업 등록 신청인이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에 저촉되는 사람이거나 신청자의 서류가 현행
- 178 -

법과 불일치 될 경우에는 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 기업 설립이 허
가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3일내에 외국인 기업허가서 사본을 기업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기업의 법적 지위는 허가
서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함과 동시에 인정된다.
최근 10년간 정부기관과 외국업체와의 JV는 한번도 없었으나,
프로젝트별 JV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이 최소
51% 지분을 소유하나 직접적인 출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결정으로 그 이하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2) 기업 등록 절차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부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동 서류들이 법
인 등록과로 송부되며 전문가들이 서류의 진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
하게 되는데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는 이의 시정을 위해
서류를 신청자에게 돌려주며, 문제가 없을 경우 각 부처 대표로 구
성된 위원회 검토가 시작된다. 상기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정이 이
루어져 등록비를 지불하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통계코드, 국세청
등록, 계좌 개설 등을 위해 1달간 임시 등록허가서 및 등록된 설립
헌장 사본을 투자자에게 발급한다. 임시 등록허가서가 투자자에게
전달된 후, 법인 등록과의 전문가들이 상기 임시 등록 허가서를 기초
로 정식 등록 허가서를 발급한다.
3)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법인 및 투자 프로젝트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 명령’이
’06.9월 발효되었으며 등록 형태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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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o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 주재국내 활동목적, 영업활동 특성 등을 포함한 투자기업 관련
정보(설립자 서명)
o 지사(대표사무소)설립 결정서(설립자 서명)
o 지사에 관한 규정(설립자 서명, 러시아어와 투르크멘어 사본준비)
o 주재국 지사장 인적사항, 사진(3×4㎝), 여권 사본
o 주어진 서식에 따른 본사의 지사장 앞 위임장
o 투자기업 설립 정관 사본
- 주재국 재외영사기관 또는 주재국 외교부에 의한 공증 필요
o 투자기업 본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투자기업 공식 등록 등본 원본
- 주재국 재외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 공증 필요
o 투자기업 재정 보고서 원본
- 주재국 재외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 공증 필요
o 아쉬하바드시 또는 주정부가 발급한 법적 주소 확인 서한
o 등록비 납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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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Venture 및 주식회사

o 회사설립 신청서
- 주재국내 활동목적, 영업활동 특성 등을 포함한 투자기업 관
련 정보(설립자 서명)
o 회사 설립에 관한 Protocol(설립자 서명)
o 회사 설립 협정, 정관
- 설립자 서명, 러시아어와 투르크멘어 사본 준비
o 설립된 회사 사장 인적사항, 사진(3×4㎝), 여권 사본
o 투자기업 설립 정관 사본
- 주재국 재외영사기관 또는 주재국 외교부에 의한 공증 필요
o 투자기업 본국 등록기관이 발행한 투자기업 공식 등록 등본 원본
- 주재국 재외영사기관 또는 외교부 공증 필요
o 투자기업 재정보고서 원본
- 주재국 재외영사기관 또는 외교부 공증 필요
o 아쉬하바드시 또는 주정부가 발급한 법적 주소 확인 서한
o 설립된 회사 정관에 규정된 전체 자본금의 50% 출자 증명 서류
o 출자액 평가에 대한 서류(비 자금 출자를 통해 기업을 설립한 경우)
o 등록비 납부 확인 서류
o 설립자가 자연인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투자기업 재정보고서 원본
- 개인정보, 사진,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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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Individual Enterprise)

o 회사 설립 신청서
- 주재국내 활동목적, 영업활동 특성 등을 포함한 투자 기업 관련
정보(설립자 서명)
o 회사 설립 결정서(설립자 서명)
o 회사 설립 정관
- 설립자 서명, 러시아어와 투르크멘어 사본 준비
o 설립된 개인 회사 사장 인적사항, 사진(3×4㎝), 여권 사본
o 회사 설립자 인적사항, 사진, 여권 사본
o 투자기업 재정 보고서 원본
o 아쉬하바드시 또는 주정부가 발급한 법적 주소 확인 서한
o 설립된 회사 정관에 규정된 전체 자본금의 50% 출자 증명서류
o 출자액 평가에 대한 서류(비 자금 출자를 통해 기업을 설립한
경우)
o 등록비 납부 확인 서류
상기 서류들은 투자기업 본국 언어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팩스문서 접수불가)해야 하며 러시아어와 투르크멘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번역본은 번역을 수행한 기관이 공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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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기업 청산
청산절차는 청산위원회의 규정과 감독기관이 작성한 청산대차
대조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기업청산은 신문 등에 공고, 공개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승인을 한 기관(Interdepartmental
Commission)은 동 기관 또는 타 감독 기관의 권한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요구 사항과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거나 심각하게 위
반하였음이 밝혀졌을 때, 강제로 기업의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라. 정부의 견제
정부는 과다한 세무 감사, 면허의 갱신 및 연장 불허, 세관 통관,
비자 발급 등을 통하여 원치 않는 기업 및 투자자를 퇴출시킨다.
쉐라톤 호텔그룹도 Starwood Hotelsand Resorts의 운영에 대한 정부
와의 계약 무산으로 철수한 사례가 있다.
마. 현지 기업활동 가능 분야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현지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아래 17개의 사업분야중 하나를 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표 Ⅳ-3 현지 기업등록시 업종신고 분야>
번호

분

야

1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2

Oil and gas processing

3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runk
petroleum pipelines and power transmis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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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

야

4

Produc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5

Design and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6

Produc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7

Transportation and freight forwarding services

8

Banking

9

Insurance

10

Auditing

11

Legal counseling

12

Quality and product certification

13

Healthcare services and production and sale of
pharmaceuticals

14

Import, production and sale of alcohol and tobacco

15

Telecommunications

16

Tourism

17

Trade

3. 건설업 제도
가. 건설업 진출 절차
투르크메니스탄은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발주공사의 100%가 정
부발주 공공사업이다. 사업의 유형은 투자개발형과 도급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한국 건설업체로부터 요구
하는 유형은 투자개발형이다. 도급형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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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현지 신문 및 정부 웹사
이트를 통하여 게재되며 보통 중소형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엔 입
찰 서류 제출 마감시일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약 30일까지이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엔 약 6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현지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외국기업도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가 있다. 그러나 한국 건설업체가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진출을
고려시엔 먼저 현지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Branch Office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를 권유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지 정
부관계자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이러한 입찰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율과 서류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우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등록비는 $3,000이고 등록은 2년간 유효하게 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등록비의 25%($750)를 지불하고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
하다. 지사설립 증서에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비의
25%($750)를 지불해야 한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는 ’08.11월 기준 약 $3,000이며 1달 이내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요할 경우엔 수수료로 $7,000이 소요되며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현지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여부는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시장
진출 의지를 갖고 있는 회사의 시장 진출 방향에 따라 입찰 참여와
지사(연락사무소) 설립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현지 건설공사
수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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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건설업 진출 절차>
① 입찰 참여

ð

② 사업자 선정

ò
④ 계약서 작성
양자 서명(스탬프) 날인

ï

③ 지사설립

ò
⑤ 건설부 검토 후 승인

ð

⑥ 경제발전부 등록 및
스탬프 날인

ò
⑧ 대통령 최종 승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

ï

⑦ 증권거래소 등록 후
스탬프 날인

ò
⑨ 시청에 제출 후
부지 확보

ð

⑩ 건설 면허 신청(단수)
건설부

ò
⑫ 현지법인 설립
선택 사항

ï

ò
⑬ 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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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면허 획득 및
사업 착수

계약서에는 총 4개의 스탬프(서명)와 건설부의 계약서 동의서가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합의된 계약서는 건설부에 의하여
다시 검토되며 계약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만약 건설부에서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건설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수정
한 후 다시 건설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부가 계약서의 내용에 동
의를 하고 나면 경제발전부에 프로젝트 등록을 하고 스탬프를 날인
받는다. 경제발전부에 등록된 프로젝트의 총 계약금액의 2%를 증권
거래소에 선납부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모든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다. 모든 서명(스탬프)이 날인된 계약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으
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대통령으로부터 사업승인서가 발행되
면 즉시 해당 시청 또는 주정부로부터 사업 부지를 양도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승인이 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시청은 해당 기업에 사업 부지의 사용
을 즉시 양허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의 사업승인서를 모든 사업의 진
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투자개발형의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도급형 사업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진행할 경우엔 투자 유치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후 대부분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한
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사업 시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 특히
자금 확보 방법 및 협력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에 대하여
협의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을 시행하는 외국기업은 현지기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3년의 복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 및 대통령
승인에 관한 절차는 도급형 사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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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제도
모든 건설 관련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의해 입찰이
공고되며 입찰에 응하는 각 회사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입찰 서
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각 입찰에 대한 서류접수는 공고 시 정해
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기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 및 지사(자국, 해외)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투르크메니
스탄에서의 입찰 절차는 명확치가 않다. 입찰결과 조작 및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와 가까운 기업들이 입찰에서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하며 실제로 이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다. 입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다. 낙찰자의 가격은 국영 상품․원자재
거래소(SCRME : State Commodity and Raw Materials Exchange)에
의해 합리적인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개입찰은 현지 언
론매체에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로 공고된다. 도로 및 교량, 주택 등
건설공사 입찰시 입찰 공고기간은 통상 10∼30일이며 대형 공사일
경우 2달간 공고하기도 한다. 입찰서류 구입비용은 300∼1,000$ 정도
이며 공사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국제입찰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여타 입찰은 지역 신문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찰 공고후 마감까지
약 2주일 이내로 매우 짧은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다.
다. 건설업 면허발급
외국업체가 수주한 도급사업의 경우 단수 건설 면허를 발행하며
이 면허의 기간은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준공일자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지 건설업체의 경우 외국업체와
- 188 -

는 다르게 3년간 유효한 건설업 면허가 주어진다. 외국업체 입장에
서 보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건설면허와 건설허가는 동일한 개념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정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런 정부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
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식적인 면허 발급기간
은 2∼4주 이지만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사실 현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건설업 면허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우선 하나의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되면 이에
뒤따르는 것이 건설업 면허이므로 프로젝트 추진을 인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발전부에는 프로젝트 등록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으며
해당부서에 반드시 프로젝트를 등록해야만 이후에 건설업 면허를 발
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 허가를 위한 계약서에는 아래 문서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총 공사 금액에 대한 명세
② 세부 일정(Time table)
③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구입 가능한 자재 목록
④ 외국에서 수입되어야하는 자재 목록
⑤ 건설장비(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되는 장비) 목록
⑥ 건설장비(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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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에서는 위 ③, ④ 항목에 대해서 검토한 후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고 조종할 수 있다. 즉, 자재 가격이나 자재
목록 등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
우 허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계약서에는 발주처, 시공사의 서명
이 있어야 하며, 증권거래소와 경제발전부 등록청의 스템프가 있어
야 한다. 이후 건설부에서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동 프로젝트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허가서가 발급되게 된다. 계약서는 사본을 포함 총
6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경제발전부, 증권거래소, 건설부, 관세청 등
에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은행
에 사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첨부물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출한 후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시에서 건설부지를 제공하게 된다. 부지 제공기간은 통상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결정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며 시공사는 부지를 제공받자 마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땅을
받은 이후에는 무조건 공사에 착공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땅을 내주
고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부지를 확보한 이
후에는 면허발급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지질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한데 정부 결정이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라도 계약이 등록되었
으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시작과 동시에 약 1달간 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이상
이 있을 경우 다른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시 현지 부지 임대는 최대 49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 회사와 마찬가지로 3년간 유효한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도 있다. 단, 개발형 공사는 100% 투자일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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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건설업 면허 발급 관련 구비 서류79)>
번호

구 비

서 류

1

투르크메티스탄 건설부 장관 (Durdiliev Shamukhammet) 앞으로 동봉된
편지 <부록 4. 신청양식 참조>

2

신청서 : 법인명 및 기업의 법적 지위, 소재지,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통계 및 세금 코드; 자연인 성명, 자연인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이나
자연인은 수행할 건설공종<부록 4. 신청양식 참조>

3

직업구조(occupational structure) 및 근로자와 기술자의 기술 수준(skill
level)에 대한 자료

4

자산권 및 다른 법적 근거(legal basis)에 의거한 보유 산업시설,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자료

5

자산권에 속하는 보유 기술, 장비, 소형 기계에 대한 자료

6

기술 장비, 기구, 물품 및 국가검진증명서에 포함된 제어계측기기(표고
측정기, 세오톨라이트, 레벨, 줄자, 미터, 측연선, 저울)에 대한 자료

7

품질관리시스템(기술관리서비스, 수입 검사, 기능검증, 인수검사, 실험
검사)에 대한 자료

8

표준 기술 문서

9

사용 건설자재, 제품과 구조물의 품질을 검사하는 실험실에 대한 자료

10

개인 보호 장치 소유(안전모, 안전띠, 보안경, 장갑 등)에 대한 자료

11

공증된 기업규정 사본, 투르크메니스탄 법인등록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국가등기소 발급 서류

12

발급된 증명서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근로이력서(Personal-Labor
Book) 사본, 용접공과 전선공 등 면허증 사본, 기업의 공인 인력배치표

13

주요국영기구인 “Turkmenstandartlari(투르크메니스탄 표준)”에서 발행
한 사업안전인증(Work Safety certificate) 및 건설 자재, 제품, 구조물
에 대한 적합성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 사본

14

법인 현지 세관 등록 서류

15

법인등록기관에서 공증 받은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 계약서․합의서 사본
(외국업체에 해당)

79)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 장관(두르딜리예프) 제공 자료('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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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성금, 선수금 및 이행보증금
1달에 1번씩 「ACT Form 3」에 의해서 그달의 공사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에서 서명을 하면
합의된 데로 기성금을 지급하게 된다. 동 보고서에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7일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기간은 조종 가능하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터키 건설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
항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재정능력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의 기성
지급이 늦어질 경우 터키 건설회사는 임금 체불 등 지불 능력에 한
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터키 건설업체의 태도는 반드
시 재정능력의 한계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기성 지급 지연
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투르
크메니스탄 정부는 월별 기성청구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지급 지
연은 있어도 미지급은 없으므로 정부의 기성 지급 능력을 믿고 적절
한 자금력 확보를 통하여 현지 하청회사 또는 현지 인력에 대한 임
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니야조프 대통령 시절엔 선수금을 보통 30% 지급하였으나
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선수금 지급은 하지 않고 이행보증금 10%를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건설업체에게 이행 보증을 위한 은행보증만을
요구하고 있다.
마. 현지 업체 우대 및 외국업체 우대
정부 발주 입찰의 경우 현지 업체 및 외국 업체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각각의 입찰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또한 선호하는 외국
국가의 해당기업에 발주를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가간의 협력과
이해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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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 절차
입찰에서 선정되면 해당 발주처와 지정된 계약 양식에 따라서 계
약이 이루어 진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가 Turn-key로
이루어지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Escalation은 기대할 수 없다.
사. 감리 제도
일반적으로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직접 감리를 담
당하나 어려운 공사의 경우 별도의 감리회사를 지명하여 공사 감리
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 분쟁 중재
분쟁 해결은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에 의하여 아쉬하바드에서 이루어지
므로 계약시 계약 내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쟁은 해당 기업의
퇴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 및 유전 개발 산업을 제외한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미 지난 20여년
이상 공산주의적 강력한 중앙 통제하에 프랑스 및 러시아, 터키 등
의 수많은 외국건설회사와의 관계를 통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
어 외국건설회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매우 능숙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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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제도(노동․노무관리 및 사회보장)
가. 노동시장
투르크메니스탄은 ’93년 세계 노동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노동․고
용문제에 대해서는 해고규정, 고용안정 규정, 연금법 규정 등 노동관
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3∼5%)은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개인 취업자수가 줄고 있고 예산삭감으로 정부
자체 고용인원도 줄고 있다.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07년 실질 실업률은 60%나 상승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업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소 생계
기준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의 대부분은 독립이후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7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노동거래소․고용 사무소 등이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노동 관련
규정에서는 모든 인력채용 내용을 노동거래소․고용사무소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
에는 매우 낮은 비숙련공들의 일자리만이 등록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업 감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
서 원하는 노동력을 찾으려는 외국 회사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
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직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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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 수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직종별 임금수준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제공 자료로 세금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다. 하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이보다 다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Ⅳ-6 직종별 임금 수준 : 2008년 기준>
직종

급여(Manat)

US$

비고

6,000,000

428

월

10년 이상

8,000,000

571

월

5년 이상

6,000,000

428

월

5년 이하

4,500,000

321

월

20년 이상

10,000,000

714

월

10년 이상

8,000,000

571

월

5년 이상

6,000,000

428

월

10년 이상

8,000,000

571

월

경력자

10,000,000

714

월

초보자

8,000,000

571

월

경력자

10,000,000

714

월

초보자

8,000,000

571

월

경력자

10,000,000

714

월

초보자

8,000,000

571

월

운전수

중급

6,000,000

428

월

일반작업자

-

400,000

28

일당 지급시

관

리

기술직

행정직

작업감독

기능도
-

중장비기사

정비사

기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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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 조건
1) 근로계약 유형
근로계약은 고용기한에 따라 무기한 근로계약과 유기한 근로계약
으로 나뉘며, 계약체결 주체에 따라 개인근로계약과 단체근로 계약
으로 나눌 수 있다. 최소 고용 연령은 16세이며 일부 중공업의 경우
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고용이 가능하다.
2) 주당 근로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은 통상 주 5일(1일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특성 또는 근무여건상 주 6일 근무가 불가피 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루 표준 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초과근무는 2일에 4시간, 1년에 120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고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시간당 급여의 2배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다.
3) 초과근무의 제한
임산부 및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18세 이하의 근로자,
학업을 지속하는 자 및 기타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야근 등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휴가
유급휴가는 연1회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소 18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피고용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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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휴가보상
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를 갈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도 고용주는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출산전 56일, 출산후 56일 등 최소 112일
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6일간 연장이 가능
하며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4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
종업원이 질병이 있을 경우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급 병
가일수는 월력 기준 2개월까지이며, 연중 횟수에 제한은 없다. 종업
원이 병가 중 임금 지급을 받으려면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증빙을
회사측에 제출해야 한다.
라. 복리 후생(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의료비 지원, 식사와 음료(차, 커피, 생수) 제공, 교통편 제공
등은 회사 재량에 따른다.
마. 산업 재해 보상
보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사망 시 : 장례 비용 전액 지불, 매월 유가족 보상금 지정
․고도 장해 시 : 치료비 전액 지불 및 매월 생계비 지정
․일반 장해 시 : 치료비 전액 지불
․지원 액수 및 기간 : 최저생계비,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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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 복지 제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재정의 30%는 고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피고용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4∼6% 선에서
부담해야 한다. 실업 수당은 최고 1년까지 제공되며 출산 휴가의 경우
급여 전액 지급(100%) 기간이 최고 112일로 정해져 있다.
연금의 경우 남자는 25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62세부터,
여자는 20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57세부터 지급된다. 병가,
휴가, 실업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에 관해서는「노동법」및
「사회복지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 외국인 고용
외국 노동자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로부터 근로에 대한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 인
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노동법상 직원 채용시 외국인 인력보다는 현지인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의 이유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동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노동
비자 취득절차는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 및 수많은
문서작업을 요구한다.
정부관료들은 외국회사들에게 직원의 70% 이상 현지인을 의무
고용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의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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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관 및 통관 제도
가. 관세 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느나라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CIS
준회원국으로 CIS 관세동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수입품에는 국내제품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현재 94가지의 수입품 및 5가지 수출품에 대하여 특정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재화에는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적용한다.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는 두 배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관세부과는 일반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관세법의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보통 20∼100%에 이르며 평균적으로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나. 통관절차 및 서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계약문서가
SCRME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상품명세, 원산지
정보, 상품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원은 하선영수증을
확인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과 비교 검사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사전에 Main State Inspectorate "Turkmenstandartlary"
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세관신고 및 통관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측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 구매자측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통관시 세관에서는
계약금액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요구되기도 한다. 알콜 수입업자
의 경우 알콜 수입면허, 방사성 전자장비의 수입 등에도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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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SCRME80)에 등록된 계약서
2) 하선영수증
3) 원산지 및 수량 증명서
4) 세관신고서
다. 수입관세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규정들을 만들어 더
높은 소비세를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세가
관세로 여겨지고 있다.
<표 Ⅳ-7 수입 품목별 소비세81)>
품

목

세율

비

고

맥주

50%

최소 20,000마나트

와인, 20도 미만의 주류

100%

최소 100,000마나트

와인, 20도 이상의 주류

100%

최소 150,000마나트

알콜주정

$482)

리터당

독주, 기타 다른 알콜음료

$3

리터당

담배류

150%

팩당 최소 1$

기타 담배 및 담배 대용품

$10

Kg당

보석

15%

constoms value기준

자동차(2000CC이하)

$0.25

배기량CC당

자동차(2000CC이상)

$0.25

배기량CC당

80) State Commodity and Raw Materials Exchange
81) Doing Business in Turkmenistan(2008.2)
82) 투르크메니스탄 공식환율에 따라 마나트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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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대통령령 #1987에 의해 수출입 물품은 2가지유형으로 분리되는데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물품과 정부내각에 의해 통제되는 물품으로
분리된다.
대통령이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무기, 군용장비, 군용목적의 특별 물품
․화약, 폭발물, 기폭장치
․방사성 물질, 기술, 장비 및 설치물, 비핵물질과 방사성 폐기물
․고가 금속, 합금, 광석, 및 폐기물(수출만)
․고가 석재 및 보석, 호박, 진주 등의 폐기물, 가루 등을 포함하는 물질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원자재, 장비, 기술, 무기 또는 군사용장비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핵물질,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이 가능한 기술, 장비
또는 다용도 물질
․해외투자
․과학기술연구, 기술, 발명품 등의 수출
․독극물(아래 리스트에 포함된 것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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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 의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물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화학물질, 독극물, 산업폐기물
․투르크멘 전통 보석,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상품
․골동품, 고고학적 유물
․메달, 화폐, 예술품
․광물, 생태학적 수집물
․중앙아시아 양-개, 아할테케 말, 순종의 소, 야생 동물
․야생 식물, 동물화석 뼈, 상아, 뿔, 말굽, 산호충 등
․에너지 자원과 광물에 대한 정보
마. 자유 무역 지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자유 무역 지대에 관한 법률」은 ’93년
발효되어 시행중이다. 이 법에서는 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국유화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지역에서 활동중인 기업의 활동에 자주 개입하고 있는 실
정이다. 정부의 재원지원 부족, 주변 인프라 미비, 민간부분 투자 취
약 등 장애 요인으로 10곳의 자유 무역 지대중 아쉬하바드 국제공항
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 무역 지대의 외국인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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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권리 및 이윤획득 보장, 국유화 및 외국인 차별대우
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 납부후 과실 송금 보장
․ 자유 무역 지대내 모든 업체의 생산물 가격 자유 책정권 인정
․ 모든 업체에 투자후 최초 3년간 소득세 면제
․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체일 경우 3년간 소득세
50% 감면, 10년간 30% 감면
․ 기업활동에 따른 수익을 수출품 생산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재
투자시 과세 면제 등
<표 Ⅳ-8 자유무역 지대 현황 : 총 10개 지역>
지정년도
1992년
(7개 지역)

설 치

지 역

Mary-Bayramaly, Ekerem-Hazar, Turkmenabat- Seydi,
Bakharly-Serdar, Ashgabat-Anew, Ashgabat-Abadan,

1996년
(1개 지역)
1997년
(2개 지역)

Dashoguz Airport
Saragt

Ashgabat International Airport, Guntshli

6. 과실송금 제도
외국기업의 현지 지사 또는 외국기업 소유의 현지법인을 막론하
고 매년 3월25일까지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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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입, 지출, 순수익 등
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동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현지
법인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Vnesheconombank)을 통해 자유
롭게 과실송금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현지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기도 한다. ’08.3 새롭게 개
정된 「외국인 투자법」 제21조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발생한
이윤의 국외 송금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는 은행은 대외경제은행(Vnesheconombank)이
유일하며 이 은행에서 발행한 Debit Card를 통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외환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해외에서 출금할 수도 있다.
그간에는 은행환율과 시장환율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다. 외국기업은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해 해야 하는데,
달러를 마나트로 바꿀 경우에는 공식환율(1$=5,200Manat)을, 마나트
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06년 상반기까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 환율(1$=24,000Manat)로 바꾸어야 했다. 하지만, ’08. 6. 1부로
별개로 존재하던 은행 및 시장 환율이 통합됨(1$=14,250Manat)으로써
기존 환율차에 의해 발생하던 과실 송금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7. 조세 제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새로운 세금 규정(Tax Code)은 ’04.11 제정되
었으며 ’05, ’06년 2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세율은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세금당국의 세금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관성 없이 또는 부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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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회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현지인 고용을 창출하는 섬유 산업(카
펫 생산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장려하는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케이스 별로 세금에 대한 혜택을 협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세금 면제 혜택 및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비과세 개인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지급 수당 및 연금
․ 현금 수입 또는 상속 또는 선물로 받은 현금 및 이와 유사한 형태
․ 재해 보상금
․ 생계 수당
․ 허용되는 한계 내의 출장비
․ 기업활동 외 판매한 개인 자산의 판매를 통한 수입
․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
가. 소득세
고정 사업장을 설치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소득세 20%, 배당,
이자, 라이선스 임대, 로열티 등 여타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득83)에
대해서는 세금이 15%가 원천징수 된다. 석유가스부문 투자가는 25%
의 이익세와 로열티를 납부해야 한다.
83) 이자, 로열티, 임대, 배당금 및 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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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세금의 종류와 세율>
종

류

세율

내

용

서류로 증빙된 허가 한도 내의 공제 후 총 수익에 대
한 세금으로 공제 내역은 판매비용, 급여, 감가상각,
법인소득세

8%

(Profits Tax)

(20%)

채무 상환, 재산세, 사회보장비용, 할당된 회사 운영
비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투르크메니스탄 법인의 경우 8%이며 그 외 해외법인
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20%가 적용된다.

본국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발생된 수익의 소득세 15%에

송금소득세
(Taxes on

15%

profit

해당되며 배당금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원천 징수한다. 이러한 자금에 대한 소득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repatriation)

자국민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외국인
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발생된 수입에 대하
개인 소득세
(Individual

여 부과됨.
15%

Income Tax)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연행위를
통한 수입의 경우 그 공연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 증

원천징수세
(Income Tax
Withholding)

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영구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르크
15%

메니스탄 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

(6%)

적으로

15%가 적용되나 선박이나 항공에 대해선

6%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규정된 예외 사항 및 탄화수소자원 관련 산업을 제외

(Value Added

15%

Tax)
소비세

10~

현지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

30%

으로 재화의 종류 및 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2%

가스 개발의 경우엔 22%, 원유 개발의 경우에는

(Excise Tax)
토지사용세
(Subsurface
Use Tax)
재산세
(Property Tax)

(10%)
1%

한 모든 제화와 서비스 가치의 15%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 목적의 재산의 가치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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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는 자본금의 30%를 경화로 보유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기업들은 초기 투자로부터 완전한
수익을 얻기 이전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는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본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부가가치세
내․외국인 모두에게 15%가 부과되는데 아래 품목과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수출입상 외국 공관 또는 유사단체의 업무용 물품, 대사 및
외교관과 가족들이 사용할 물품
․장애인용품․의료기 생산업체
․유제품․육류․육가공품․통조림․소시지․과자․이유식․
소금․차․설탕․의약품 생산기업
다. 조세감면 특혜 부여 대상
․ 외국인 기업의 고정 자본․생산재 수입
․ 외국인 투자 합작회사의 이익 배당금
․ 최초 투자자금의 30% 이상을 재투자하여 얻은 이익 배당금
․ 이윤을 재투자 할 경우
․ 투자 원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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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산세
외국인 업체가 보유한 자산의 실 가치에 대해 약 1%가 부과되고 있다.
마. 관 세
이중과세방지조약이 맺어진 국가는 Austria, Armenia, Belgium,
Great Britain, Germany, Georgia, India, Iran, Kazakhstan, Pakistan,
Russia, Slovakia, USA, Turkey, Uzbekistan, Ukraine, France,
Japan 등 18개국으로 한국과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르크
메니스탄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된 국가중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맺어진 국가에 먼저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현지 법인의
지사를 투르크메니스탄에 설립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국제계약은 투르크메니스탄 법규보다 우선 적용됨이 투르크메니
스탄 세금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중과세방지조약이 맺어진 국가
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청이 미리 이
루어 지지 않으면 세금 환급은 오랜 시간과 행정절차가 소요되므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바. 사회보험기금
’00.10.1부터 사회보험기금으로 월급의 20%가 부과되고 있는데
월급 지급일에 세무당국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주재원에게 지급
되는 임금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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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지 금융 제도
가. 금융 시장 개요
금융분야는 여전히 국가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시장
규모가 작아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낮은 경제 수준과 저임금
으로 국민들의 저축 및 재테크는 불가하고 증권거래소 및 투자회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나. 은행
’91년 은행체계를 주식회사형 상업은행과 국영상업은행으로 분리
하는 금융 개혁을 추진하여 67개의 은행을 국영상업은행 5개, 주식형
상업은행 3개, 외국자본 합작은행 2개, 외국계 은행 2개, 대통령
은행 1개 등 13개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대통령 은행은 니야조프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어 중소형 상업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국영상업은행은 행정부서 및 국영기관 금융업무, 주식회사형 상업
은행은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대외경제은행
(Vnesheconombank)도 '06년기준 자산규모가 130억불(환율 $=5,200
마나트 기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은행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은행법에서는 모든 상업은행은 반드시 국영은행에
등록하여 경화 취급에 대한 허기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의 운영자금은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은행
설립은 국영은행으로부터 인증서 취득 후 개소가 가능하며 ’08년
현재 독일 도이치 은행 현지 사무소가 개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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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투르크메니스탄의 은행84)>
구

분

국영은행

은

행

명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저축은행, 투르크메니스탄은행,
투르크멘바쉬은행, 다이한은행

상업은행

세나가트은행, 가라스스의즐릭은행, 카라굼은행

합작은행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 크레지트은행, 투르크메니스탄-터키은행

외국은행

파키스탄은행, 이란은행

대통령은행

프레지젠트은행

다. 현지 차입 조건
정부 소유 은행은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해서만 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때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15% 이상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소유기업과 합작법인일 경우엔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30%이상이 자체 Financing되어 진행되
어야 차입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엔 현지 시장에서의 차입은 오직 EBRD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실질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Project Financing 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84) 지역연구시리즈3 투르크메니스탄(08.3, 산은경제연구소)

- 210 -

라. 외환 관리
정부는 '02.9월에 중앙은행이 41백만 달러를 절도당한 것을 계기
로 하여 일반은행이 개별적으로 경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따라서 경화의 거래는 중앙은행과 The 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 은행의 구좌를 통해서
만 가능한데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05.1.1 기준으로 마나트화의 공식환율은 5,200 마나트로 지난 ’98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왔지만, 비공식 환율은 지난 '04년 이후 22,50
0～26,300 마나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여 왔다. 이처럼 공식환율
과 비공식 환율의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08.6.1
부로 이중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환율제로 전환하여 1달러당
14,250마나트로 통합되었다. '09.1.1에는 현재의 5,000마나트를 1마나트로
전환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단행할 예정이다.
마. 자본 시장
'93년에 「주식거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본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94년에는 수출입 거래 및 상품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거래 및 상품거래소(SCRME : State Commodity and Raw Materials
Exchange)를 설립하였는데 거래자들은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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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발주처 및 조달기관
< 표 Ⅳ-11 주요 발주처 및 조달기관 >
기 관 명
State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Ministry of Oil and Gas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of
Turkmenistan

발주 분야
모든 외국인 투자를 검토.
각 부처와 기관들은 동 기관에 투자

석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 정책
수립 및 관련 프로젝트 발주

천연가스 생산업체, 가스 생산관련

«Turkmengas»

설비 발주

Industry of
Turkmenistan
State Concern
«Turkmenneftegassrtoy»

35-02-31

투자 승인 요청

State Concern

Ministry of Energy and

연 락 처

에너지 정책수립 및 관련 프로젝트
발주

39-38-27

35-12-43

35-38- 70

국영 건설업체로 가스 및 석유 설비
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프

35-58-65

로젝트 발주

Ministry of Trade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of

무역 대외 경제 담당 부서로 대규모
자재 매입 등 관련 입찰 발주

35-10-47

Turkmenistan
Ministry of Motor
Transport of
Turkmenistan
State Concern
«Turkmenavtoyollary»

도로 운송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프로젝트 발주
도로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
며,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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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92

34-84-16

Ⅴ. 공사 투입 요소
1. 인 력
가. 고 용
1) 현지인 고용 의무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 설립 시 전체 고용 인원의
최소 70% 이상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현지인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30%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자 및 노동허가서를
정부에 신청하여 외국인력을 수급할 수도 있다.
2) 고용과 해고 절차
고용과 해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고용은 채용
공고후 공개 채용하며 일부의 경우 다른 근로자의 추천에 의해
채용되기도 한다. 노동조건 등은 근로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해고는 근로 규정 또는 계약 위반 시나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시행된다. 피고용인이 사업장 폐업 또는 감원 등으로 근로계약
파기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정상급여의 1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고용인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직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 비자 취득
비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투르크
메니스탄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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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외무
부에서 발급되는데 도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장이 필요하다.
도착비자 발급 비용은 $97이고 초청장 발급에는 대개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입․출국 편명과 체류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3개월의 기간중 비자에 명시된 일수 만큼 체류가 가능한데 만약, 이 기간
보다 더 오랜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대사관에 체류연장 신청을 한 후 여권 원본을
소지하고 이민국으로 가서 $2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10일간의 체류
연장허가가 나오게 된다. 현지에 장기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
등록된 법인에서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초청, 고용한 업체는 이에 따르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Ⅴ-1 투르크메니스탄 입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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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2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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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수급 현황
프랑스 및 터키 건설 업체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한지 20
여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인건비
또한 매우 저렴하다.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는 자체 설계 연구소를
두고 현지 건설 인력을 동원하여 상당부분의 아파트 및 도로를 직접
시공할 정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노동력에
대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월 $200∼$500 정도의 값싼
현지 노동 인력이 충분85)하여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해외 인력을 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08.11 현재 타워크레인 오퍼레이터의 월급은 약 $350∼$500
수준이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건설 품질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노동자의 숙련도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수준급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또는 제3국의 기술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건설인력 생산성
생산성은 한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나
터키 건설업체 임원에 의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낮다고 한다.
2. 건설 장비
가. 건설 장비 현황
아쉬하바드시에만 건설장비를 임대해주는 임대업체가 4∼5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에서 임대할 수 있는 건설 장비는
상태가 다소 열악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자체
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85)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 설계담당 '베진츠' 국장 면담내용(’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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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 장비 구매와 임대 여건
필요한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장비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터키나 UAE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계약금액에 장비구입 비용이
포함될 경우 사업 종료 후 장비를 발주기관에 양도해야 하며 계약금
액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사업 종료 후 해외 반출시 사전
납부한 입국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독일제 신규 포크레인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금액은 월 $20,000
∼$35,000 정도 소요가 되며, 작업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1.2㎥ 신규 포크레인 구입비는 $167,000이며, 1.5㎥짜리는 $210,000이고
불도져 5.6㎥짜리는 $290,000에 구입이 가능하다.
다. 건설 장비의 반입․반출
외국 법인의 지사가 6개월 이내 재반출을 조건으로 장비를 반입할
경우 관세 상당액을 세관에 예치하고 재반출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현지 합작 법인의 경우에는 장비 수입시 이에 대한 관세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며 반입한 장비를 재반출할 수도 없다. 수입 장비에 대한
완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3. 건설 자재
가. 현지 생산 여건 및 품질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초 자재(시멘트, 자갈, 모래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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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나 금속은 종류를 막론하고 전량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터키 등의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철근은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흰색 대리석(외부마감용)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입되는 모든 건설 및 건축 자재는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건설자재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수입자재는
산업․건설자재부의 승인을 거쳐 수입되도록 되어 있다.
나. 건축 자재 수입 조건과 절차
건축자재 수입은 일반물품 수입 절차에 따르며 현지 은행을 통한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현금 예치 또는 담보
가 요구된다. 건축 자재 수입 허가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계약 조
건에 따라서 수입이 가능하다.
<표 Ⅴ-1 건축 자재의 평균 가격(2008.8 기준) >
품목

단위

US$

비고

경유

1리터

0.21

고시 가격

휘발유(옥탄)

1리터

0.22

고시 가격

휘발유(일반)

1리터

0.19

고시 가격

변속기 오일

1드럼

51.43

시세

벽돌

100개

107.14

시세

산업용 산소

1m³

2.86

시세

시멘트

1kg

0.14

시세

철근(HYS)-D Bar

1m

5.00

수입

철근(MS)-round

1m

10.36

수입

Boulder for Sub-base

10CFT

71.43

시세

세척 모래

10CFT

214.29

시세

Enamelled Copper Wire

1m

0.71

수입

PVC Insulated Cable

1m

1.43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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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위

US$

비고

1장

28.57

수입

Bitumen(Grade 80/100)

10m³

17.86

수입

석고보드

1장

14.29

수입

White marble

1m²

51.43

아프간 수입

자갈(3-20mm)

1m³

7.20

시세

자갈(20-70mm)

1m³

6.56

시세

자갈(70-120mm)

1m³

5.70

시세

건설용 석회(1등급)

톤

43.3

시세

석고

톤

39.42

시세

점토

1m³

1.41

시세

세라믹(타일용)

1m³

12.02

시세

합판(8'x4',

12mm)

4. 건축 환경
가. 날씨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30℃ 전후를 보이나 카라쿰 사막 및 아쉬하바드의
경우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보이며 50℃ 이상의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영하 5℃의 기후라고 알려져 있으나 지역에
따라 영하 20∼30℃ 이하로 내려가는 대륙성 기후를 형성한다.
나. 노무 환경
투르크메니스탄 노동조합은 소련시대의 노동조합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전체에 1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나마도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역과 분야별로 나눠
지는데 모든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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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실업률이 60%에 이르는 현지 고용 현황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체 고용 인원의 70%
이상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을 보유한 현지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이나 실제적으로는
토요일에도 최소한 반일 근무를 요구한다. 최저 노동허가 나이는
16세이며 16∼18세 사이의 노동 인력은 법적으로 최고 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든 취업공고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에 의거 «Labour Exchange»에
반드시 게재되어야 한다. 기타 노무환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Ⅳ장 3.고용제도」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다. 통신·인터넷
모든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인터넷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인터넷
연결 방식은 전화 모뎀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이마저도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신청하더라도 편법적인 방법(뇌물 공여)을 통하지
않고서는 설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이러한 감시와 연결의 어려움, 그리고 느린 속도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승인 단계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며 편법적인 방법(뇌물 공여)을 통하지 않고선
매우 오랜 기간(6-1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인터넷 속도는 30Kbps 이하로서 인터넷 한 페이지(한국사이트
기준)를 여는 데만도 3∼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로 초청장 발급을
위해 고해상도의 여권 스캔본을 보내면 현지에서 다운로드하는데
반나절이 소요된다고 한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도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08.6월부터 이동통신회사 MTC에
의하여 GPRS(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가 개시되었으며 비록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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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비싸지만(1MB/0.3$) 간단한 이메일 등을 위한 인터넷 접속은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에 탑재되는 SIM 카드를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등록해야
하므로 가까운 MTC 매장 또는 휴대폰 판매장을 찾아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으며 SIM 카드에 있는 크레딧이 $5 이하일 경우엔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므로 여유있는 크레딧을 확보해야 한다.
아쉬하바드 시내에는 인터넷 카페로 불리는 대여섯 곳의 PC방이
있으며 이중에는 휴대용 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다.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나(시간당 $0.7) 사용자에 비하여
부족한 컴퓨터로 인하여 사람이 몰릴 땐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휴대폰 서비스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골이나 산악지역 등에서는 커버리지가 제한되고 있다. 장거리
직통전화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금은 분당 $4로 매우 비싸다. 일부
시내 주요 호텔에서는 국제전화가 분당 $8∼12이며 FAX는 $8∼13의
요금을 받고 있다. 호텔내에서는 인터넷이 매우 느리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다.
라. 안전
모든 회사는 작업장에서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시행 여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건설업 면허
발급 신청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용 안전장치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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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출 애로사항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진출임에 따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직면
하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불필요한 경비를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간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일부 애로사항들은 양국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언급되는 애로사항들은 현지에서 실제 건설
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현지 초기 진출시 발생
하는 애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접근과 활동의 제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매우 폐쇄적인 국가로서
출입국이 매우 불편하다. 한국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도착비자를 취득해야하는데 비용($97)도 많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린다. 도착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행해주는 국
내 여행사가 전무하여 현재는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을 통해
발급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직항이 없어 터키, 러시아, 카자흐,
중국, 우즈벡 등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지에 도착해서 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거주자 등록을 의무적
으로 해야 한다. 관공서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출장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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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악한 투자환경
폐쇄적인 국가 성향으로 투자 진출시 행정적 절차, 외국인 투자
자에 대한 법적 책임 과중 등 외국인 투자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진
출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인구도 518만명에 불과하여 내수시장 진출
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폐쇄적인 투자 유치도 진출에 있어 장
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주요산업을 독점하고 있어
민간의 GDP 참여는 2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소매, 서비스 및
식품에 집중되어 있다.
석유․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시장을 보유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이 미비되어
있고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국제신인도도
매우 낮아 영국의 Fitch사는 ’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고, 미국 US Eximbank, 영국의 ECGD 등은 단기 채무만
인수하고 중기 인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3. 법규 적용의 일관성 결여
법규나 제도 등 외부에 보여지는 시스템은 모두 갖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관계법상 외국인의 소유
권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정부는 석유와 통신 분야 등
극소수 외국인의 소유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선호 투자자는
세무조사, 라이센스 연장거부, 세관통관 및 비자 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합작투자와 대지분의 할애를 요
구하기도 하며, 외국인은 합작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할 수 있
으나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듯 근거 없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법규해석을 자의대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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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턴키 방식으로 공사수행시 인력의 70%를 내국인으로 고
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현지법인을 설립하
는 경우는 공사의 70%를 현지법인에 반드시 하도급 해야 한다.
4. 정보접근의 한계
「Ⅴ.공사투입요소(4.건축환경-라.통신·인터넷)」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지 정보·통신 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휴대폰도 제대로 연결되
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통신사정과 정부의 과다한 인
터넷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의 기본적인 통계자
료 요청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련법규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조차 매우
어렵다. 관료들은 보신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 자료제공 여부도 스스
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위해
현지 조사를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시장성 분석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 투명성 부족
대통령이 지시하는 프로젝트도 주로 입찰이 공개되지 않고 인적
네트웍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으며 정부가 경쟁도입의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국제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입찰 과정에
있어 준비가 부족하고 투명성이 떨어진다. 투자 프로젝트의 설계
입찰에 참여한 바 있는 미국기업에게 프로젝트 낙찰이 구두로
통보된 이후 프로젝트가 재발주되고 2배 가격을 제시한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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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제 경쟁입찰의 발주(www.turkmenistan.gov.tm에서
확인가능)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입찰공고가 나는 경우에도 한국기업이 참여하기
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입찰 공고
후 마감까지 약 2∼3주일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고 형식적인 공개입
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의 ’07년도 부패지수 평가 결과
180개국중 16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공무원 및 사법부 부패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6.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자체 시공공사의 증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서 최근들어 자체 설계연구
소를 갖추고 직접 시공하는 공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하여 자체시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시공공사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주(州) 정부발주공사를 건설부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도로공사에 있어서도 길이가 긴 교량을
제외하고는 자체 시공을 점차 늘려가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다고
해도 후속사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7. 언어장벽
우리업체들의 영업기반이 되고 있는 영어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입찰상의 문서가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입찰 참여시부터 번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가 높다. 그나마도 공식석상에서는 러시아어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투르크메니스탄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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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진출 전략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많은 진출상 애로사항들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개방정책을 취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新시장
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시장선점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에서 자원확보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중이라는 점도
현지 진출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방한(’08.11.5∼8)을 계기로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현지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생활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고등위원회와 과학
기술재단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화 의식 및 기술을 보유한 현지 기술인력 확보도 이전보다는
다소 용이해질 전망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다면 현지
에서 15-20년간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풍부한 건설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석유개발부문은 외자유치를 통한 유전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던 카스피해 지역 등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석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추세에 있다. 舊소련 붕괴이후 폐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의 진출이 많지 않아 진출 잠재성이 크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투자자금을 현물로 회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듯 진출 잠재성이 큰 투르크메니스탄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출 전략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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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능력 보유 업체 중심으로 진출 추진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법규 적용, 고위층과의 관계 정도에 따른
특혜 및 불이익, 까다로운 외환규정 등 기업 진출 환경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고위층과의 접촉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터키계 기업들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등으로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는 외국업체들의 재정
능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현지 진출시에는 재정
능력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우선 현지에
진출한 선진 업체들과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다. 현지에서 어느 정도 평판과 신뢰를
쌓은 후에 독자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저한 사업환경 조사 및 현지 진출 완급 조절
기업들의 현지 진출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
보의 부재이다.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현지에 대한 연구보고서 조차 구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 연구가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대통령에게 모든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
라는 점과 진출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 조차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작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관료들의 행태 등을 감안할 때,
현지 진출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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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섣부른 진출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해 오도록 유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협정 체결 등이 우선된 후에 진출하는 것이 리스크
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개방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언론이 통제되고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실적 상황을 가늠하기 어
렵기 때문에 투자진출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旣 진출업체와 공동참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카스피해 해상광구에
대하여 생산물분배협정(PSA) 조건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초기진출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영향력 있는 러시아 기업이나
旣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공동참여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분야는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으므로 정부와의 직접협상을 통해
시장에 진출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한국 기업 입장
에서는 현지에 旣 진출한 외국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서 수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와 터
어키 업체의 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프
랑스 Bouygues사는 정부청사들을 터키 업체는 올림픽타운, 주택건
설 및 지방 공사에 참여중으로 ’07. 2 - ’08. 2간 프랑스 Bouygues사
는 10억유로, 터키 업체들은 15억불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니 참고
해 볼 만 하겠다.
4. 정부 발주공사 입찰 참여 확대
최근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하바드에서는 도심 주택의 재개발,
정부용 건물의 신규 건축, 오피스, 올림픽 타운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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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정부발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 비용지출을 감수하고
서라도 이러한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당장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참여과
정에서 정부 관계자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결
국,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5. 정부사업과 연계한 패키지 딜 방식의 진출 추진
한승수 국무총리 현지 방문(’08.5)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간의
정상회담(’08.8)시 양 정상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약속하면서부터 한국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아와자 관광특구 투자를 전제로 해상광구 개발권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해상광구 확보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자원개발 사업참여와 연계하여 석유화학 공장이나 인프라 구축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와자 관광특구 투자는 에너지․자원과 연계
해서 자원 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 일 수 있을 경우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에너지를 기반
으로 광구를 개발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인프라 건설 등으로
돌려주는 것이 현지 진출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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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간 협력강화를 활용한 진출
최근 양국 정상회담시 장학생 초청사업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
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실망한 것
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파견연수 등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건설분야
전문가 및 고위공직자들을 연수형식으로 초청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통해 양국간 건설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7. 현지 정보원 구축 및 대사관 적극 활용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시스템하에서는
전직 고위 관료 등 현지 고위 인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을 현지
에이젼트로 고용하여 주요 인물들과의 친분관계를 확보하고 입찰
정보나 시장상황 등의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현지 진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타 CIS 국가와 마찬
가지로 사회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측 인사 등 현지
파트너를 잘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한국
대사관 및 旣 진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현지상황을 가능한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현지 한국 대사관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다양한 인력들이 근무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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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획제안형 사업창출
「Ⅵ. 진출 애로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부 발주형 공사를 자체 시공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도급방식의 공사수주 보다는 선투자가 요구되는 사
업을 기업 스스로가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현지 진출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측
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사업을 제안하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제안했을 경우, 본인에게도 실적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9. 기 타
투르크메니스탄은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도 많고 리스크도 크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여러 가지 진출전략에 대해 언급했지만,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투르크
메니스탄은 사실상 대통령 1인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 이러한 국가
진출에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사업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들을 모두
수행하되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 또한 병행해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 요구하는 절차, 서류 등은
모두 갖추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진출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대통령과 연결이 가능한 인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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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터키계 건설기업 폴리멕스
社의 경우 물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매우 긴밀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 자금 집행 능력 부분에
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결과, 현재까지 약 8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
를 수주하고 있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터키 건설업체 중 수주
1위를 달리며 올림픽타운과 같은 주요 국가 프로젝트들을 석권하고
있다. 타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업에
대한 초기 평판(Reputation)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결정권한이 대통
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이후부터는
다소 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일부 터키 건설회사
의 경우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 한 두 번의 사업 후 지사 면허를
갱신 받지 못하여 퇴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폴리멕스 계약담당 직원86)에 의하면, 초기 진출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현지 공무원을 비롯한 대통령에게 좋은 인
상을 심어준다면 추가 공사계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초기
진출시에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좋은 평판을 확보하여 대통령으로부
터 인정을 받는다면 추후 사업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폴리멕스나
프랑스 건설회사 부익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장관이나 부총리 등 아무리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통령에 의하여 실각할 수도 있고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의사
전달의 통로로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86) 터키 건설업체 폴리멕스사 대관 및 계약담당 직원 ‘바이란 구르도프’ 면담 내용(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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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르크메니스탄 外國人 投資法 (08.3.18

개정)

同 法은 투르크메니스탄 영내 투자를 하고자하는 外國人 投資者 및
企業活動에 대한 기초적 權利를 정하고 투르크메니스탄내 資本유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 活用을 定意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용어 정의
同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外國人 投資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속한 시민권 형태로
기업 활동에 납입되는 자본을 의미한다.
시민권의 형태에는 通貨, 有價證券 및 여타 다른 資産,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대한 권리. 특히, 知的活動에 대한 결과물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및 情報도 포함된다.
2) 外國人 投資者
- 투르크메니스탄내 支社 및 代表사무소를 포함하는 外國 法人
- 國際機構
- 外國 政府
- 외국 자연인, 투자시점에 외국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는 無國籍者
- 투르크메니스탄 경계 너머에서 永住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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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國 投資 企業
외국인 투자자에 완전히 속하거나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또는
자연인과의 지분참여에 기초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
4) 外國人 直接 投資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투르크메니스탄내 기업 설립 또는 재설립
기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대출, 출자)을 보유 또는 구매
하는 행위; 투르크메니스탄내 외국법인의 지사 설립에 필요한 기초
자본금의 납입
5) 投資 프로젝트
국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프로젝트 견적서 및 투자실행을 위한
실천계획서(business plan)를 포함하는 자본 납입수행 금액 및
기간의 경제적 합목적성에 대한 증명
우선권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 :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결정에
기초하여 수행이 현실화되는 투자 프로젝트
6) 投資 프로젝트의 비용회수 기간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용한 투자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일로부터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순수익 누계와 외국법인 지사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업의 투자 지출 총액의 차이가 긍적적 의미를
가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
- 234 -

7) 再投資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외국인 투자로부터 발생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수입)을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한 자본 납입에 사용
8) 自由 經濟 地域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경제 구역, 국립 여행 지역 및 투르
크메니스탄 법률에 의한 기업의 설립, 기능 및 청산 절차 등이 자유로
운 다른 형태의 자유 경제 지역
제2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1. 외국인 투자에 관한 투르크메니스탄 법률은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同 法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구성된다.
2. 만약, 국제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투르크메니스탄 법률규정이 同
法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른 법률 규정과 상충될 시에는 국제
협약을 따른다.
제3조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
1) 투르크메니스탄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의 합작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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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소속된 기업 및 외국법인의 지사 설립
또는 운영기업의 자산 매입
3)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민간부분에서의 거래제한이 예외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매입
4) 외국인의 채무 또는 차관 제공
5)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재산권 또는 비재산권의 매입

제2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 현실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제4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
외국인 투자 도입, 투자활동 조정, 투르크메니스탄 영토내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지원 등을 위한 정부정책 개발 및 실행은 투르크메니스탄
내각과 정부기관이 담당한다.(이후부터는 ‘전권기관’이라 칭한다.)
제5조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권한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
1) 국제 투자 협력 분야에 있어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2) 외국인 투자 도입 정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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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 대상, 분야,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4) 외국인 투자자, 투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투자협정 체결 및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통제한다.
5) 투르크메니스탄내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한다.
제6조 전권기관의 권한
전권기관 :
1) 투르크메니스탄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 촉진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한 조치들의 개발 및 이의 현실화를 담당한다.
2) 외국인 투자 활동을 조정하고 정부와 사업체간의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를 조직하며 정부기관 및 부처(지역 행정 기관,
지역 자치단체)들과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 기업간의
상호협력을 보장한다.
3) 외국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및 준비 과정에 대한 데이터뱅크
(DATA BANK)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여기에는 해외 차관 및
보조금으로 실현하는 정부 자본참가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4)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등록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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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와 특성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6) 투자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무 수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7) 국제 금융 기관과 기부국가로부터의 자금 도입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수행; 국제 자본시장과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
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8) 투자분위기 및 투자절차 개선 그리고 투자 위험 및 행정적인
장애물들을 줄이기 위한 제안들을 내각에 제출한다.
9) 국제협약상 투르크메니스탄의 의무 이행, 국제협조 관계를 위한
조치의 수행, 선진적인 해외 경험의 습득 및 활용을 지향하는
각종 조치들을 수행한다.
10)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지역 행정기관과 지역 사법독립기관, 정부
행정기관 및 부처들에 대한 감독을 수행
11) 외국인 투자 유치,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원
및 보호 등의 기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
제7조 투자 프로젝트의 평가 및 등록
1.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전문가에 의한 평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평가(검사)에는 내진성, 소방, 폭발안전성, 환경,
보건위생 기준 적합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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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평가․등록 및 다른형태의 외국인 투자
관리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3장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의 활동에
관한 法律 제도
제8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의 활동에 관한 法律 제도
1.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국가차원의 法律 제도가
제공된다. 동 法律 제도하에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 이윤의 활용, 투자 유치 등에 관한 法律 제도는 내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비우호적이서는 안된다.
2. 자유경제지역내에서의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
에게는 우호적인 法律 제도가 제공되어 진다. 동 法律 제도하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의 활동, 이윤의 활용, 투자 유치
등에 관한 법적 체계는 자본을 투자한 임의의 제3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게 제공된 것보다 비우호적이어서는 안된다.
3. 외국인 투자자는 투르크메니스탄 현행 法律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에 의해 조성된 자본의 규모, 구성원, 구조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다.
4. 투자와 관련된 활동형태나 지역의 제한 또는 금지 및 외국인 투
자자를 위한 다른 제한들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방 및 안전 보장과
헌법체계 보호를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 투르크메
니스탄 法律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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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의 개정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기업
투자 활동 法律제도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에게는 투자 등록당시 적용된 법이 10년간 유효하게 적용된다.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결정에 의해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외국
법인 기업, 외국법인 지사의 경우는 등록당시 法律 및 제반 규정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법 제8조 5항은
투르크메니스탄 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국방 및 안전 보장과 헌법체계 보호를 목적으로 法律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3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제3국의 영토내에서 투르크
메니스탄 기업에 대해 투자 제한을 가하는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서 제3국의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
제9조 관세 특혜
1. 다음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들여온 자산은 관세가 면제된다.
1) 통보된 목록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투자기업 설립 자본
용도로 예치된 금액과 외국법인의 기초 납입금
2)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결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협약 및 계약에
기초한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
동법 제9조 1항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프로젝트 자금회수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에
한해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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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법 제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 양도할 경우, 투르
크메니스탄으로 도입후 3년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와 지체 가산금을
포함하는 관세징수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3. 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세 수속비용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조정
세금 혜택을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은
투르크메니스탄 조세법에 따라 부여된다.
제11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다른 조치들
1. 외국투자 기업 및 외국법인의 지사는 허가증 없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작업, 서비스)을 수출하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제품(작업,
서비스)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자유경제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자금
회수기간 동안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자유경제지역에서의 건설과 개발활동을 영위중인 외국투자 기업,
외국 법인의 지사․대표사무소 및 투자 프로젝트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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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경제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투자 기업은
아래 항목에 대한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1) 영사업무 및 등록비용 지불
2) 계약 등록에 대한 처리 비용
3) 허가증 발급 및 재수속에 대한 정부의 세금
4)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절차 및 조건에 따르는
부지 임차에 대한 임차비용
5)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정해진 예산 밖 기금의 이윤에 대한 의무공제
5. 자유경제 지역에서 건설과 개발활동을 영위중인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 및 그들의 시공사․하청사에 의해 투르크메니스탄
내로 반입되는 장비와 자재에 대한 반입허가서 발급비용을 징수
하지 않는다.
6. 외국투자 기업, 외국법인의 지사는 그들에 의해 생산된 제품(작업,
서비스)의 판매조건을 스스로 정한다. 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는 제품(작업, 서비스)은 예외로 한다.
7. 투르크메니스탄 사회․경제발전 차원에서 경제의 안정적 발전,
경제 발전적 구조 변경, 수출 잠재력 강화․확대, 국민 고용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 및 양허계약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다른 혜택들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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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활동의 시작 및 종료
외국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사․대표사무소의 설립, 정부등록, 청산
및 외국 자연인, 개인사업가 신분의 無국적자의 정부 등록․활동
중단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13조 노동의 권리 관계 조정
1.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법인의 지사 및 그들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는 투르크메니스탄 노동법에
따라 조정된다.
2.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법인 지사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월급, 보너스 및 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이 금액은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밖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제14조 사회보험 및 사회 보장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법인의 지사 ;
1)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국가 사회보험을 위해 일정금액을
의무공제한다.
2) 자신의 국적 또는 영주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 기금에 따라서
외국 자연인 또는 무국적 근로자들을 위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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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 투자 보험
만약 다른 사항들이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다면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 및 자산에 대한
보험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에 의한 공정한 경쟁 준수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은 부정경쟁 방지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상품의 초과수요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내
기업을 설립한 후에 해외에서 생산된 유사상품의 시장 진입을 목적
으로 그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다른
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품 매출 시장의 분배(유통) 및 가격에
관해 담합(합의서 체결 등)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회계 및 결산
투르크메니스탄내 외국 투자기업, 외국법인 지사의 회계보고 및
결산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18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평가
외국투자 기업의 자금 펀드와 외국 법인 지사의 주요 펀드에 납입
조성에 대한 평가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자국화폐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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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 투자 보호에 대한 국가 보장
제19조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의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보장
1. 투르크메니스탄내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은 동 법과 투르크
메니스탄 다른 法律 규정에 따라서 권리와 이권의 보호를 보장받는다.
2.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은 외국투자로써 신고된 투르크메니스탄
영내로 최초 반입되는 자산, 서류 또는 전자제품에 메모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영외로 방해(할당량, 신고 및 다른
대외무역활동의 비관세규제에 대한 적용 없이)없이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의 외국
투자,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되는 날부터 동 법에
의해 법적보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은 외국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재투자시 동 법에 의한 법적보호, 보장 및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5. 정부기구, 지역 행정기관, 지역 자치기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따라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부기구, 지역 행정기관, 지역 자치기구에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위반 사실을 폭로했을 때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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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당하나,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의 다른 합법적
활동을 간섭, 일시중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 法律 위반이 있었
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6. 동 法律과 상충되어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의 권리를 침해
하는 정부기구, 지역 행정기관, 지역 자치기구의 규정들은 무효로
인정되며 그것들에 기초한 행위들도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불법으로 인정된다.
제20조 비자제도 및 투르크메니스탄 체류 보장에 대한 보증
1. 외국 자연인, 무국적자 및 그들의 대표자들, 외국법인의 대표자,
국제기구, 외국인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정부 및 투자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지사, 외국법인 대표사무소에서 일하며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들의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1년이상의 복수비자 발급
2)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체류하는 조건이나 절차가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투르크메니스탄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외
국 자연인과 무국적자, 그리고 대표자, 외국법인의 대표자, 국제
기구, 외국인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정부 및 투자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지사, 외국법인 대표사무소에
서 일하며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는 외국인(투르크메니스탄내
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와 건설, 개발사업을
하는)들에게는 빠른 시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승인하에 입
국비자 및 허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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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투자자를 보유하고, 외국 투자기업을 완전히 지배하는 외국
자연인, 무국적자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투르크메니스탄 영토의 이용 및 수입・이윤의 국외 송금에
대한 보장
1. 외국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내의 은행에서 내국환, 외국환계좌를 열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명시된 세금과 다른 의무 비용들을 납부한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수입・
수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투르크
메니스탄 法律에 상충되지 않는 목적의 재투자도 포함된다. 마찬
가지로 아래 사항과 관련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생한 수입・
수익금과 그밖의 다른 금전적 수입은 투르크메니스탄 영외로
방해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1) 수익금, 배당금, 이자 및 기타 다른 형태를 가지는 외국 투자로
부터 발생한 수입
2) 외국투자 기업 또는 외국기업 지사에서 계약 및 다른 거래협
약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총액
3) 외국투자 기업의 청산 또는 투자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
도, 재산권, 지적활동에 대한 독점적 권리 등과 관련하여 외국
인 투자자가 받은 금전적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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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 법 제26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보상
3. 금전적 수단의 전환 및 외국 투자와 관련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외국환 송금은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
기업에 의해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의 권리 및 의무의 제3자
이양에 대한 보장
1. 외국인 투자자, 외국 투자기업은 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요구조건 양보 및 부채의 이동도 포함된다.
2. 만약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에게 보장(보험계약)을 통해 지불을 수행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은 이들에게 투자활동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지정된 투자에 있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로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권리
(요구의 양보)가 넘어가며, 이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정된 외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간의 국제규약에 따라 그러한 권리(요구의
양보) 이양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장
외국투자자, 외국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 실행과 그에 대한 보호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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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 투자자 및 외국투자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1.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2.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투르크메니스탄 규약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정해진 경우, 관련 규약은 공표되어야 한다.
제25조 투자 활동이 중단된 경우 외국 투자의 회수 보장
1.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내 투자활동
중단 권리를 가지고 있다. 투자활동 중단후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은 외국 투자 활동시 얻은 자산을 금전이나 다른 형태로
자유롭게 회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외국투자 회수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다.
제26조 재산 강제 유상 몰수에 대한 보상금 보장
1. 자연 재해, 사고, 전염병, 유행병과 관련 후유증과 같은 비상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소유나 임시 사용을 위해
강재 징용(조달) 형태로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의 강제
유상 재산 몰수는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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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상황 종료후 외국 투자자 및 외국투자 기업은 남은 재산의
가격 축소에 의한 손실금액을 공제한 후 몰수된 재산의 보상금
상환을 조건으로 몰수된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의 재산 몰수시 지원한 보상금은
1) 즉시 외화로 보상해야 하며 투자자의 요구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
2) 재산 몰수시 재산 가격은 투자시의 시장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4. 몰수된 재산의 가격 평가 및 가격 축소에 의한 손실금액 평가는
공인기관이나 별도 평가기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5. 재산 몰수에 따른 법적 분쟁, 재산 몰수시 보상금에 대한 분쟁해결은
동 법 제29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5장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 투자법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해결
제27조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 투자법 위반에 따른 책임
1. 투르크메니스탄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한 정부기관과 통치기관
공무원,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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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투자 활동
수행시 투르크메니스탄 법령 및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수반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현행 法律 및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투자 기업은 투르크
메니스탄 法律과 맺어진 협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3. 조달 자금 및 재산권을 포함하는 외국 투자자,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법인 지사의 자산은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무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외국 법인은 투르크메니스탄 法律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르크
메니스탄내에서 설립한 외국 지사·대표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8조 외국 투자 관련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책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보장한 의무 외의 외국 투자자 및 외국 투자
기업의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분쟁해결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외국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중재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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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終結 조항
제30조 본 法律의 효력 발생
1. 본 法律은 공식 발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法律의 효력 발생시부터 1992년 5월 19일 투르크메니스탄
의회에서 제정한 ‘투르크메니스탄 투자법’ 및 동 法律 수정 및
추가 법안이나 관련 부분이 폐지된다.
3. 본 法律에 배치되는 투르크메니스탄 규약을 同 法律이 효력 발생
날부터 한달 이내 同 法律에 따라 일치시켜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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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투르크메니스탄 상주 국제기구
구

분

EBRD
IMF
World Bank

2)

주

소

전

화

팩

스

95 Azawa St.

35-47-00

51-22-63

17 Neutral Turkmenistan st.

35-16-61

35-16-61

40 Atabaev st.

41-97-35

41-31-56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정부부처
구

분

상공회의소

경제․재정부

주

소

전

화

92 Kemine st.

25-64-03

Ashgabat, Turkmenistan

47-44-19

2 Borodinskaya st.
Ashgabat, Turkmenistan

(993 12)
25-16-53

팩 스
47-69-79
25-65-11
29-31-49

State Commodity
and Raw

111 Magtumguly st.

Materials

Ashgabat, Turkmenistan

(993 12)
35-43-21

(993 12)
51-03-04

Exchange
관세청
국립은행

투르크멘은행
석유․가스․
천연자원부
외무부

외국인투자청

7 Stepan Razin st.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22 Gogaol st.

47-04-55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51-03-10

Loa Gerogly st.

51-07-21

Ashgabat, Turkmenistan

51-07-05

28 Gogolia st.
Ashgabat, Turkmenistan
11 Lenina Avenue.
Ashgabat, Turkmenistan

29-38-27

51-08-12

51-02-46

51-04-43

25-14-63

53 Azfdi st.

35-02-31

Ashgabat, Turkmenistan

3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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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21

35-04-15

구

분

통상․대외경제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주

소

92 Kemine st.
Ashgabat, Turkmenistan
69 Azady Str.
Ashgabat, Turkmenistan

전

화

29-75-11

팩 스
29-75-24

35-44-10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56 Alisher Navoi
Ashgabat, Turkmenistan

51-15-04

Materials Industry
Ministry of Motor
Transportation
Turkmenavtoyollary
(road construction)

Ministry of Railways
Turkmenhovayollary
(national airways and
civil aviation authority)

95 Azady Str.
Ashgabat, Turkmenistan
95 Azady Str.
Ashgabat, Turkmenistan

7 Turkmenbashy Shayoly
Ashgabat, Turkmenistan
3-A Chary Nurymova
Ashgabat, Turkmenistan

8 Shagadam

ollary (sea and river

Turkmenbashi City,
Turkmenistan

State Agency for

56 Archabil Avenue
Ashgabat, Turkmenistan

Resources
Turkmennebit (oil
and gas production)
Turkmengaz (gas
production)

35-55-45

51-01-56

2-03-60

(993 243)

(993 12)

2-07-44

51-04-29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51-07-00

(993 243)

Turkmendenizderyay
lines)

51-13-05

e-mail :

(993 12)

(993 12)

403801

40-38-31

stateagency@online.tm
Representative in Ashgabat
56 Archabil Avenue
Ashgabat, Turkmenistan

(993 12)

(993 12)

40-36-20

40-36-22

56 Archabil Avenue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40-32-01

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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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urkmengeology
Turkmennebitgazgurlus
hyk (construction in
oil and gas sector)
State Customs Service

주

소

Ashgabat, Turkmenistan

40-34-01

40-34-39

56 Archabil Avenue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40-35-01

40-31-44

Adalat Koshgi
2022 Street, Ashgabat

(993 12)
38-06-65

35-18-25,

35-47-81,

35-58-40

51-19-82

30 Atamyrat Niyazov Street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39-06-15

39-85-32

Address: 63 Azady Street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35-66-91

35-05-18

Resources

"Turkmenstandartlary”

38-06-33

(993 12)

Ministry of Water

Inspectorate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Main State

스

(993 12)

Association

Ministry of Health

팩

(993 12)

109 Magtymgyly Street

Ministry of Textile

화

56 Archabil Avenue

Food Industry

Ministry of Agriculture

전

47 Garashsyzlyk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993 12)
40-71-71,
40-70-34

(993 12)
35-54-42

Address: 20 Archabil Street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40-06-73

40-05-68

12 Galkynysh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49-58-59

51-04-48

Main State Tax

63 Garashsyzlyk Shayoly

(993 12)

(993 12)

Inspectorate

Ashgabat, Turkmenistan

48-24-01

48-24-11

Ministry of Education

2 Gorogly

(993 12)

(993 12)

Ashgabat, Turkmenistan

35-58-03

35-66-72

Ministry of Energy and
Industry (power

6 2008 Street

generation and

Ashgabat, Turkmenistan

distribution)
Ministry of Trade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993 12)
35-38-70,
37-94-59
(993 12)

44 Goroly
Ashgabat, Turkme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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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47,
25-15-78

(993 12)
39-06-82

(993 12)
39-51-08

3)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법률회사

AK Counsel
10 yil Abfdanchylyk str.Trade Center Paytagt 3 floor.
Tel : (993-12) 47-76-68
Lawyers provide all types of services, speak English.
Legal representatives for Bouygues Turkmen, Gazprom, and etc.
Niyazov District State Legal Office
17, Mezhlauka Str., Ashgabat, Turkmenistan, 744001
Tel: (993-12) 36-06-12, 36-06-61
Lawyers provide all types of services, do not speak English.
Kopetdag District State Legal Office
62, AlisherNavoi Str.,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Tel: (993-12) 39-54-94, 39-54-92, 39-54-95, 39-54-96.
Lawyers provide all types of services, do not speak English.
Azatlyk District State Legal Office
25/22, Turkmenbashy Str., Ashgabat, Turkmenistan, 744004
Tel: (993-12) 35-51-14, 35-51-07.
Lawyers provide all types of services, do not speak English.
Private Law Firms
Ashgabat Consulting Team (ACT)
This firm provides information on doing business in
Turkmenistan, registering foreign companies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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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and arranging necessary licenses. It can also provide
market research, economic consultations, logistical procurement
services, and business tour services. English-speaking lawyers
provide translations and notarizations of documents.
Vladimir Dolzhikov, President
77 Gorogly Str. 3-floor
Altyn Asyr Business Center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Tel/Fax: (993-12) 35-76-18, 35-76-19, 35-76-20, fax 35-75-94
E-mail: actltd@mail.ru or actltd@online.tm
Bosfor NGO
Yevgeniy Vadimovich Grechukhin: primary background in
consumer protection and human rights. Also a provider of legal
education seminars in Turkmenistan.
16 Vozrojdeniya Street, Office #12, Ashgabat, Turkmenistan
Tel: (993-12) 35-13-61; email: bosfor@online.tm
Private Lawyers
Batyr Bayramsahatov, Geldymammed Ygdyrov
Expertise in oil and gas related legal issues
19, Gorogly Street, Turkmenistan Hotel, Room # 206,
Ashgabat, Turkmenistan, Tel:(993-12) 35-73-75, 35-74-74
E-mail: medet@online.tm
Igor Kaganovsky: independent lawyer (speaks Russian and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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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pecializes in civil and economic law and provides
consultation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doing business in
Turkmenistan.
45-B, Gerogly Street, apt. 10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Tel/fax: (993-12) 34-08-01
Marutyants, Rimma Aleksandrovna
4, Telliya Street, apt. 44, Ashgabat
Tel: (993-12) 36-24-11 – home, 36-06-12 – work
Atadzhanova, Annagul
11, Mir 4/1, apt. 12, Ashgabat
Tel: (993-12) 44-70-75 – home
Tax/accounting firms:
BDO
Ovez Kuliev
Ostrovskiyy #23, Ashgabat
tel: (993-12) 34-34-60 or 34-40-30; e-mail: bdodenet@onlin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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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EFUL

웹사이트

주

소

내

용

언 어

www.turkmenistan.gov.tm

투르크멘 정부 공식 홈페이지

www.panasia.ru/main/

역사, 종교, 문화, 경제 등 기본

turkmenistan

정보

en.wikipedia.org/

정치제도, 행정부 등 정부기관 소

turkmenistan.project

개 및 역사, 인권 지리 등도 수록

www.turkmenbusiness.org

투르크멘 기본자료 및 비즈니스,
투자관련 법규 소개

러,영
러

영

러

www.tmrepublican.org

투르크멘 민주당 홈페이지

러, 영

www.gundogar.org

에너지 관련 정보 수록

러, 영

www.turkmenistan.ru

투르크멘 관련 최신 종합 뉴스

www.turkmenistaninfo.ru

www.turkmenistan.news.net

월간지 ‘투르크메니스탄’ 홈페이
지
투르크멘

뉴스사이트로

지도,

factbook, 역사 등을 수록

러
러, 영

영

www.tax.gov.tm

투르크멘 세금, 조세제도 수록

러

www.eurasianet.org

투르크멘 관련 기본자료 수록

영,러

투르크멘 관련 기본자료 수록

영

www.nationsencyclopedia.com/
Asia-and-Oceania/Turkmenistan
.html
www.state.gov

www.turkmenistanembassy.org

미 국무부 홈페이지-국가자료수
록
주미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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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

3. 산업별 주요 추진 프로젝트
구 분

사 업 내 용

및

규

모

- 투르크멘-중국-일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가스 수송 연 300억㎥, 110억 달러
- 투르크멘-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가스 수송 연 200억㎥, 20억 달러
석유․
가스

- Seidi 정유공장 보수, 연 6백만 톤의 원유 정제 시설 보유, 3억 달러
- Seidi 가스 화학단지 건설, 연 20만 톤의 폴리에틸렌 생산, 8억 달러
- Vyshka-Belek 송유관 40㎞ 복구, 3백만 달러
- Okarem-Vyshka 송유관 135㎞ 건설, 1,150만 달러, 각 3천만 달러

전력
산업

화학
산업

교통인
프라
건설

- Shatut, Ekerem, Nebitlidje 유전 복구, 총 5천만~6천만 달러
-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경유 1,150㎞ 송전선 건설, 2억 8,800만 달러
- Nebitdag, Serakhs, Kerki, Farab, Seidi, Dashoguz 송전선 건설, 총 1,500만 달러
- Trukmenbasy, Dashoguz, Kyzylatrek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 총 5억 8,700만 달러
- Mary 카보마이드 생산 공장 신설, 연 1백 50만 톤 생산, 3억 9천만 달러
- Trukmenabad 카보마이드 생산 공장 신설, 연 35만 톤 생산 공장 건설, 2억 5천만 달러
- Boyadag 요오드ㆍ브롬 생산 공장 건설, 연 요오드 100~250톤, 브롬 2천 톤, 1,500백만 달러
- 소금생산시설 건설, 연 1만 톤, 250만 달러
- Cheleken 화학공장 내 연 1천 톤 브롬화 칼슘 생산시설 건설, 50만 달러
- Trukmenabad-Mary-Ashgabat간 고속도로 복구ㆍ확장 사업, 7,500만 달러
- Amudarya강 자동차도로ㆍ철도 건설, Trukmenabad 다리 보수
- Kazanjik-Kizylatrek, Kazanjik-Kizylkay, Trukmenbasy-Kuulisol-Bekdash 등 3개 철도 건설
- Trukmenbasy 항구 복구, 3천만 달러
- 남부지역 34,000㏊ 관개시설 확충 프로젝트, 4억 2,500만 달러
- 저수용량 2억 5천만㎥인 Zeid 저수지 건설(1억 4,400만 달러)

농업․
수자원

- 카라쿰 운하 연장 1,100㎞(2,680만 달러), 제7ㆍ11 펌프 스테이션 재건(8천만 달러,780만 달러)
- 카라쿰 운하 서남지선 270㎞ 복구, 8,370만 달러
- Murgap, Tedjen강 범람 방지 시설 확충, 3,500만 달러

통신
산업

- Bayramali, Trukmenabad, Dashoguz 내 채소 오일 생산 공장 재건, 2억 6,800만 달러
- 국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개발 및 TV 네트워크 시스템 재건 프로젝트, 300만 달러
- Trukmenabad-Kerki-Gaurdak간, Bayramali-Kushka간 통신망 건설 사업, 각 300만 달러
- Ashgabat-Trukmenbasy간 광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 2,400만 달러
- Ashgabat 실크 생산 공장 재건, 연 60만 톤 생산 목표

섬유

- Ashgabat 신발 공장 재건, 연 300만 켤레 생산 목표

산업

- Bezmein 카페트 생산 공장 재건, 연 245만㎥ 생산 목표

보건․
의학

※

- Nebitdag 메리야스 생산 공장 재건
- Ashgabat 의약용품 생산 공장 건설, 1천 900만 달러
- Dashoguz지역 제약회사 건설, 200만 달러
- Ashgabat, Dashoguz, 마리, Nebitdag지역 병원 건설, 병실 250개 규모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지역연구시리즈 투르크메니스탄
:

‘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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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면허 발급 신청 양식
1)

신청양식
З А Я В Л Е Н И Е
НА ПОЛУ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ЛИЦЕНЗИ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просит выдать лицензию
на выполнени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виды работ, которые соискатель лицензии намерен осуществить)

Сведения о хозяйствующем субъекте:
1. Форм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акционерная, частная и тд.)

2. Год создани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аци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 кем и когда выдано)

4. Юридический адре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индекс, шахер, этрап, велаят, улица, No. дома, телефон, факс,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Расчетный счет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номер счета,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банка)

6. Налоговый ко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фамилия, инициалы)

М.П.
Заявление принято к рассмотрению «

» __________200___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подпись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лица органа лицензир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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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орма 1.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И УРОВЕНЬ
КВАЛИФИКАЦИИ ИНЖНЕР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ЗАНЯТОГО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No.

Долж-

Фамилия,

п/п

ность

имя,

Работник
ШтатПо

отчество

ный

Стаж работы
В строи- На зани-

контракту

Образование с ука-

тельной

маемой

занием

области

долж-

учебного

ности

заведения,
год окончания,
квалификация по
диплом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М.П.
Примечание: обязательна запись в трудовой книж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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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О)

Форма 2.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И УРОВЕНЬ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ЧЕГО ПЕРСОНАЛА, ЗАНЯТОГО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No.

Про-

Фамилия,

п/п

фессия

инициалы

Работник
ШтатПо
ный

Общий стаж работы
В строи-

контракту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тельной
област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Ф.И.О)

М.П.

---------------------------------------------------------------------------------------Форма 3.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ПРОЕКТНЫХ,
ИЗЫСКАТЕЛЬНЫХ РАБОТ, ВЫПОЛНЕННЫЕ В ПЕРИОД
No.

Наименование

Общая сметная

Сметная стоимость

п/п

объектов и сроки

стоимость по

работ, выполненных

их выполнения

объекту

да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тыс.манат)

тыс.манат

Заказчик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М.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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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О)

Форма 4.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Ы
No.

Наименова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Полезная

Форм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п

помещения, площадок, офиса и

площад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х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кв.м.

акционерная, частная или
арендна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Ф.И.О)

М.П.

---------------------------------------------------------------------------------------Форма 5.
СВЕДЕНИЯ О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Е,
ОБОРУДОВАНИИ, СРЕДСТВ МАЛОЙ МЕХАНИЗАЦИИ
No.

Наимено-

Коли-

Срок

Форма собственности

Балансовая

п/п

вание и тип

чество

эксплу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тоимость,

тации

акционерная, частная

тыс. манат

механизмов

или арендна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М.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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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О)

Форма 6.
СВЕДЕНИЯ ОБ ИНСТРУМЕНТЕ ОСНОСТКЕ (ЛЕСА,
ПОДМОСТИ, ИНВЕНТАРНАЯ ОПАЛУБКА),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Е РАБОТНИКОВ
No.

Наименование

Ед.изм.

Количество

Примечание

п/п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Ф.И.О)

М.П.

---------------------------------------------------------------------------------------Форма 7.
СВЕДЕНИЯ О КОНТРОЛЬНО-ИЗМЕРИТЕЛЬНЫХ
ПРИБОРАХ, ИНВЕНТАРЕ
No.

Наименование

Марка, тип

Количество

п/п

Срок
эксплуатаци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М.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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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О)

Форма 8.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КАЧЕСТВА
ВЫПОЛНЕНИЯ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Фамилия, инициалы и должность лица,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за управление и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Наличие аккредитован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Проведение лабораторного контроля
Организация геодез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Должность, фамилия,
инициалы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за проведение геодез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Наличие журналов работ
Наличие в проектах разрешения заказчика на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Наличие рекламаций, анализ причин, какие меры приняты.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нятых мер ( в т.ч. авторского надзора и
служб заказчик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пись)

М.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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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О)

2)

건설부 장관 동봉 발송 편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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