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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 동향
1. 섬유산업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제7위 원면 생산 및 제2위 수출국으로, 2005
년 상반기 중 원면 생산과 수출이 증가
o 2003∼04년 중 약 89만 톤의 원면을 생산한데 이어, 2004년 중의
수확 증대에 힘입어 2005년 1∼7월 기간 중 전년동기보다 31% 증
가한 약 65만 톤 생산하였음. 최대 수출품목으로서 2005년 상반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18%보다 높은 21%를
기록함.
□ 100여개 섬유업체가 활동
o 우즈베키스탄 경공업협회(Uzbekengilsanoat) 산하 102개 섬유업체
가 원사 13만 톤, fabrics 5억 미터, 카페트 250만 m2, 니트웨어
6,210만 점 등의 생산능력을 보유
o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민영화 및 민간투자 유치 가속화 노력
□ 외국인투자 등을 통해 노후화된 설비 및 부품 현대화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섬유기계 부문의 시장 규모가 연간 약 2억
달러에 달함.
o 과거에는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간
3,000∼5,000톤 생산능력이 요구되는 500만∼700만 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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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규모로 바뀌는 양상
o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발전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
면, 발전 잠재력이 높고, 관련 섬유기계 수입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o 구소연방 시절 수도 타쉬켄트에 Tashkent Textile Machinery Plant
가 설립되어 섬유기계산업을 주도하였으나, 독립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 약화, 수요 격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기계생산보
다는 일반 소비재 생산으로 바뀜
o 우즈벡 기계조립협회(Machinery Building Association)와 Tashkent
Textile Machinery Plant를 주축으로 생산설비를 자체기술로 현대
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대부분 섬유기
계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o dyeing, finishing equipment 등에 대한 추가 수입수요가 전망되
고, 미국 섬유업체들도 우즈베키스탄 섬유기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최근 동향
□ 외국인투자 합작기업이 섬유산업 성장 주도
o 1991년 이전에는 4개 섬유산업단지가 있었으나, 1995년 이후 한국,
독일, 스위스, 일본, 터키, 미국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이 36개 합작
기업을 설립하며, 44개 이상 프로젝트에 약 8억 달러를 투자
o 2004년 외국인 합작기업들은 섬유부문에서 약 2억 달러를 수출하
였으며, 완제품 의류 수출도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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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부문의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o 2004년부터 우즈벡 경공업부는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17개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 이미 정부보증 없이 섬유부문
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차관 약 1억달러를 유치
※ 2003년의 2.5배 규모이며 2004년도 총외국인투자액의 30% 수준

3. 최근 섬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인책 강화
□ 양질의 cotton fibre 등 풍부한 원자재, 저렴한 에너지 가격, 양질
의 값싼 노동력 등 물적기반이 양호함.
□ 정부는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정비, 과도한 정부개입 자제, 검사제도 개선, 허가․등
록․확인절차 단순화 등 제도개선과 다양한 특혜 및 보증 등을 제
공하고 있음.
o 최근 원면 가공 및 수출용 완제품 생산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섬
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내각결정’(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on attraction of investment into the
textile industry, 27, 1, 2005) 채택
o 2005∼08년 중 섬유산업 투자유치 프로그램 승인
- 섬유기업의 시설 현대화 및 설비 개조, 완전 재축조, 일관생산공
정을 갖춘 신규 기업 설립 등 94개 프로젝트에 12억 달러 이상
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생산 cotton
fiber의 50% 정도를 자국기업을 통해 가공할 계획임.
- cotton yarn 329,900톤, cotton fabrics 144.4백만 미터, 봉제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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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0톤, 완제품 의류 및 봉제품 252백만 개 각각 생산 증가
추진
- 고품질 섬유제품의 국내소비시장 공급, 4만6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1억 달러 이상 수출증대효과 기대
o 의류 및 양말류(hosiery) 제품 생산 외국인투자기업은 2009. 1. 1.까
지 국내판매시 부가세를 제외한 제반 세금 및 부과금 면제
o 일반 세제(general taxation system) 적용 기업은 9종의 세금 및 부
과금 면제, 단순세제(simplified taxation system) 적용 기업은 4종
의 세금 및 부과금 면제. 단,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이익은 생
산설비 현대화 및 시설개체, 신상품 개발, 자본금 축적 등에 사용
되어야 함
o 이 프로그램 해당 기업들은 첨단기술장비 및 산업 부품 도입시 관
세 면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학․염색․기타 부품 수입기
업은 이번 특혜기간에 추가로 4년간 관세 면제
o 현행 법률은 원면 구입시 리버풀 시장가격에서 15%를 할인(경화
구입조건)토록 되어 있는 바, 원면가공을 통한 완제품 생산 기업
은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인 경우 추가로 5%를 할인받
게 됨
o 수출용 완제품 생산 신규설립기업에 대해서는 L/C 상환기간을 90
일까지 허용
- 상업은행들에 대해서는 수출품 생산 및 공급기업들에게 최장
180일의 단기금융(경화대출 포함)을 제공토록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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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외국인투자 동향
□ 우즈벡 경공업부, 8월 23일∼9월 7일 기간 중 총 6개 외국인투자회
사와 교육센터 설립 발표
o 6개 외국인투자회사 현황
<Tortkultex>
- 미국 Dogush, BRI 등이 참여한 미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합작기
업으로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에 설립되며 stockinet 3,500
톤, knitwork 1천만 개 연산능력 보유. 연간 수출능력 1,000만 달
러 달러 예상. 총 프로젝트 비용 1,520만 달러
<Demir Textile>
- 타쉬켄트 Akhangaran 지역에 설립
- cotton 및 blending yarn 5,100톤, fabrics 790만 미터 연산능력을
보유하며, 연간 수출능력은 900만 달러임. 총 투자비용 1,130만
달러
<Baytex Ticaret>
- 터키 Ultash Enterge Textile, Baha Textile 등이 참여하였으며,
총비용 2,100만 달러
- brown stockinet 5,200톤, dyed and white stockinet 15,500톤,
kneiwork 600만 개의 연산능력을 보유하며 연간 수출도 1,100만
달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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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htextile>
- 독일 Schults가 투자한 합작기업으로 총 투자액은 1,020만 달러
- dyed stockinet 3,000톤, knitwork 600만 개 연산능력, 1,000만 달
러 수출 전망
<YaDemir Textile>
- 총 투자액 850만 달러로 연간 680만 달러 수출 전망
- 기성복 및 셔츠, t-셔츠 등 knitwork 500만개 연산능력
<Zeromax Textile>
- 스위스의 Zeromax가 투자하여 타슈켄트에 설립할 예정으로 기
성복 250만개 연산능력
- 투자액은 180만 달러이며, 연간 수출액은 200만 달러 전망
o 이 외 연말까지 4,2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참여하는 3개 공장
추가설립 예정
o 한편, 독일 Zaurer Group는 Tashkent Textile 등에 교육센터를 설
립할 수 있도록 150만 유로를 기증하였으며, 스위스 Riter도
Uzbektextilemash에 교육․서비스센터를 설립할 예정임.
□ 투자재원 조달현황 및 생산․고용기대효과
o 외국인이 정부보증 없이 전체 투자비용의 73%인 4,940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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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
o 우즈벡 2대 은행인 Asaka Bank가 3개 프로젝트에 여신 지원
o 이러한 외국인투자로 전체적으로 cotton yarn 5,100톤, fabrics 790
만 톤, dyed stockinet 22,100톤, knitwork 및 의류 2,550만 개의
생산 증가효과와 연간 수출잠재력 4,880만 달러, 고용 2,800명 증
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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