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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8.

2006년 1/4분기 GDP,
전년동기 대비 3.6% 성장
□ 우즈벡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우즈벡 GDP는 3.19조 숨
(약 2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6% 신장된 것으로 집계
◇ 부문별 비중
o 제조업 및 통신부문이 GDP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들 두개 부문
비중은 42.5%를 차지
o

소비재

생산이

8,294억 숨(674.3백만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14.2%의 높은 신장세 보임. 농업생산은 4.5% 증가된 6,048억 숨
(491.7백만 달러)
o 건설부문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된 2,777억 숨(225.8백만 달러),
소매무역은 7.5% 증가된 15.7억 숨(1.3백만 달러), 서비스부문은
11.8% 증가된 4,008억 숨(약 325.9백만 달러) 각각 기록
o 전체적으로 일반 재화생산은 1.35조 숨, GDP 비중 42.4%로 전년
동기대비 0.1% 포인트 줄어든 반면 서비스생산은 1.42조 숨, 44.7%
로 전년동기 1.12조 숨보다 0.5% 포인트 증가
o 고정자본투자는 4.5% 증가된 6,156억 숨(500.5백만 달러)
o 지역별로는 타쉬켄트시가 제조업(11.3%), 무역업(18.6%) 신장에 힘
입어 GDP의 17.6%를 차지, 전년동기대비 0.9% 포인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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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국가부문(Non-state sector)이 GDP의 70.4%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민간(private property of citizens)생산 비중은 20.8%였음
o 순조세는 4,128억 숨으로 생산과 수출입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전년동기 13.3%에서 12.9%로 소폭 낮아짐

◇ 대외거래
o 동기간중 전체교역규모는 4.1% 늘어나 23.8억 달러 기록
- 수출은 4.4% 늘어난 13.8억 달러, 수입은 3.6% 증가된 999.7백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무역흑자는 전년동기 362.5백만 달러 대비
17.7백만 달러 증가된 380.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흑
자는 387.1백만 달러 기록
- CIS내 교역은 894.4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2% 증가되었
으며, CIS외 교역은 14.9억 달러로 4.1% 감소
․수출은 CIS외 지역으로 91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 감소
되었으며, CIS내 수출은 470.1백만 달러로 37.3% 크게 늘어남
․수입은 CIS외 지역으로 575.4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되었으며, CIS내 수입은 424.3백만 달러로 7.3% 늘어남
- 대륙별로는 유럽과의 교역액은 전년동기 58.2%에서 50%로 줄어
들었으며, 아시아와의 교역은 37.5%에서 46.1%로 크게 늘어남
- 국가별로는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529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되었으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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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수출은 1/4분기중 261.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1%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267.2백만 달러로 10.5% 증가
- 수출품목별로는 에너지자원 및 서비스가 최대수출품목으로 각각
11.8%(2005년 11.2%), 11.7%(2005년 7.2%)를 차지하였으며, 원면
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7%로 전년동기대비 0.6%
포인트 떨어짐. 이 외 금속수출이 10.1%, 기계․장비 수출이 각
각 7.7% 차지

□ 우즈벡은 2006년중 7.2% 경제성장, 산업생산 9% 증가, 농업생산
5.2% 증가, 자본투자증가 7.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제공 : 우즈벡 주재원)

문의: 전문연구원 유재형(☎02-3779-6655)
E-mail : yoojay@koreaexim.go.kr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