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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세대 지도부로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가 지닌 전략적 이익으로 인해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협력 관

계를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대외정책 상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의 다자협

력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프트 파워”를 통한 ‘주변외교’를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

자흐스탄은 중국 서부의 접경국으로서 에너지와 수송·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물론 이

르티슈 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잠재적인 분쟁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성장에 따른 양국 간의 경쟁 가능성이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 간섭을 배제하는 중국의 방침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존재는 향후 카자흐스탄-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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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의 부상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

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세계 정치에서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지와 21

세기의 새로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논의들이 진행되

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이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역, 특히 주변국들 간의 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가진 중

요한 지역적 강대국을 넘어서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

다.

이 같은 중국의 주변 지역 중 중앙아시아는 여러 강대국의 이해가 맞닥뜨리

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특히 탈냉전 이후 약화되었던 세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와 9·11 이후 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역에 진출하게 된 미국의 이해가 예리하게 상충하고 있던 지역이었다(Wish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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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Hansen, 2005; Blank, 2005; 2007).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자국

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Chung, 2004; Swanstrom, 2005; 

Sahmbaugh, 2006; Sheives, 2006; Millward, 2007; Clarke, 2011), 이 같은 중국의 중앙아시아

에서의 부상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경쟁도 주목을 받고 있다(Petersen, 

2013; Michel, 2014).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에너지 자원과 지정학적 이해 그리고 경

제적 팽창의 무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Cohen 2005; Olcott, 2005), 동시에 지역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다. 특히 새롭게 주석이 된 시진핑(Xi Jinping)의 중

앙아시아 방문은 중국이 지역안보와 에너지, 무역, 경제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장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중

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Pantucci, 2014).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조응하여 역내 국가들은 중국

과의 경제 관계를 조심스레 혹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중국의 중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최고의 자리에 도달해 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신거대 게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

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Roy, 2000; Cummings, 2001; Luong, 2002; 

2004; Edwards, 2003; Kleveman, 2003; Cooley, 2012).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이

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주요한 중견국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지역 국가로 주목받고 있지만(Legvold, 2003),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의미 있

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중

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동적이면서 긍정적인 경

향성을 보여 왔다(China Daily, 2007; McDermott, 2011; People’s Daily Online, 2011; Rousseau, 

2013).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정책의 전개는 카자흐스탄의 입지

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Pantucci, 2014).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중국과 협력

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핵심적이면서 명백한 이점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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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과 가지는 더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

서 밝히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워싱턴 D.C.나 모스크바의 

그것과는 달리 베이징의 전략은 어떠한 국내 정책과 현재 상황에 대한 개입을 

회피함으로써 중국을 매력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에 주목

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물론 최근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과연 이 같은 불간섭 및 경제와 안보의 분리라는 원칙을 순전히 지키도록 그대

로 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

구는 이 같은 중국의 정책적 지향이 양국 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시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

는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역내 국가들의 조응을 통한 실

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

는 목표를 가진다. 특히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대(對)카자흐스탄 정책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의 변화에 주목해 볼 것이다.

II. 시진핑 중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

2013년 3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십 년만의 중국 지

도부 교체가 이루어졌다. 리위안차오(Li Yuanchao) 중국 국가 부주석의 예기치 못

한 임명 이외에는 권력 교체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

가 운영에서 모든 핵심 인사들은 ‘5세대’ 정치인들로 채워졌다.

‘5세대’ 지도부는 후진타오(Hu Jintao)-원자바오(Wen Jiabao) 이인체제하에서 마련

된 대외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CPC: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내에서도 중국의 향후 발전 경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대외 전략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는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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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는 지난 10년에서 15년간

의 개혁개방 시기 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 일부 - 

예를 들어, 사회 계층화와 부패의 심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강화, 정치적 자유화의 요구 증대 등 - 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개입을 하

지 않는다면 국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세대’ 지도부뿐만 아니라 시진핑 역시 인

정한 바 있다(Ivanov, 2013).

따라서 ‘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보다 단호해지면서도 대외적으로

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중

국 지도부는 대외정책 기조에 새로운 요소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국제 문제에 

대한 “저자세(low profile)” 전략을 버리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자국의 국가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Bridge, 2012).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적 역량과 영향력을 기반으

로 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대외정책의 개념적 틀인 화평발전(peaceful 

development)과 후진타오가 제시한 “조화 세계(harmonious world)”(Communist Party of 

China, 2009)의 건설에 기반한 기존 지도부의 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정

책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분쟁 예방 조치를 취한다.

•   미국과의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중국의 핵심 이익지역에서

의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다.

•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을 중국의 “전략적 배후지(strategic rear)”로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독립국가연합(CIS)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정치적, 가능하다면 군사적 

관계까지도 강화한다.

•   세계의 다양한 지역 및 엘리트들에게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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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킨다.

•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 대립적인 이익에 대비하고, 세계 정치와 평화 외교의 절

충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주도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

진을 계속한다.

한편, 중국 대외정책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경쟁 정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C: Eurasian 

Economic Union)의 설립과 같은 지역통합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문제다. 유럽경

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같은 아이디어로 인식되는 이러한 지역

경제 통합은 사실 중국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려는 중국의 프로젝트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한 중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이니셔티브의 진전에

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Salitski, 2013).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관계가 심

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중앙아시아 탄화수소 

시장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내재된’ 경쟁으로 묘사할 수 있다. SCO의 존

재는 이와 같이 경쟁을 잠재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명백한’ 경쟁 상태로의 이

행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외부로 표출된 경쟁이 이루어지

게 된다면 정치적 경쟁에 기술적인 문제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더욱 상황을 악화

시킬 것이다. 비록 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상업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자다.

셋째, 최근 3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행보 역시 문제가 된

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무역 상대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안보 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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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러시아를 대신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SCO의 비전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중앙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

은 SCO 메커니즘을 통해 해당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

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번영과 안정을 추구할 뿐

만 아니라 특히 자원 분야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중

국은 SCO에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문제를 다루는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적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여 SCO 메커니즘

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Din and Li, 2004).

중국은 SCO를 군사적·정치적 블록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SCO가 참여

국들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조직이자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러시아와

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기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유

무역지대와 같은 경제적 지역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중국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베이징은 SCO를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전략을 위한 잠재적 도구로 사

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SCO에서의 중국의 중점적인 경제적 이해

관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중앙아시아를 활용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은 

SCO의 중심이 안보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증진, 에너지 협력 강화, 교통·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형성,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촉진 등과 같은 분야로 이전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SCO를 그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

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러시아는 중국의 위와 같은 지역

통합 심화의 노력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의 이익 지역”으

로 보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그의 통제 아래 두도록 묶어 놓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자유경제지대를 만들려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하

면서도 러시아는 한편으로 관세동맹과 EEC 설립을 진행시키려는 노력도 병행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SCO의 틀 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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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 자금 제공을 해줌으로써 지역 내 지배력을 증가시키려고 시도 중이다. 

2009년에 베이징은 ‘자원담보대출(loan for resources)’의 형태로 카자흐스탄(100억 달

러) 및 투르크메니스탄(40억 달러)과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부 지역의 성들과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례차례 증진시키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

주하는 SCO 국가들과의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를 증대시켰다(Avliekulov, 2011). 또

한 2009년에 중국은 SCO 내에 반위기안정기금(anti-crisis stabilization fund)을 만들어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단기 자금 대출에 특혜

를 주도록 했다. 러시아가 공동출자를 거부했지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틀 아

래에서 반위기안정기금이 만들어졌다(Cooley, 2010).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

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 및 무역 분야의 위상에 대해 모스크바가 대응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서방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푸틴은 공

동의 위협과 도전 과제에 직면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

고 할 것이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대(對)중앙아시아 대외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

본 원칙에 근거하여 정의될 수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2013).

첫째, 중국은 화평 발전의 길을 고수할 것이며,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

면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각국의 국민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

된 발전 경로와 현재 대내외 정책을 존중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문

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역내 사안들에 대해 지

배력을 획득하거나 영향권을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로서 주권, 영토보전, 국가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들에 대한 상호 지지를 기대한다. 중국은 모든 국가들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

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며, 양자관계의 경로뿐만 아니라 SCO의 프레임워크에

서 함께 ‘세 가지 악’에 대항할 것이다: 마약 밀매, 초국적·조직적 범죄에 대항

할 것이며, 지역경제 협력과 평화로운 국민들의 삶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중국 정부는 전략과 목표 간의 유사성이 있는 바 상호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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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실용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유하고 

있는 목표에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풍요롭고 강력한 국가, 그리고 

민족부흥이 포함된다.

넷째, 중국은 SCO와 EEC를 통한 협력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지역협력을 증

진시키려는 개방적인 자세와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이 내포되

어 있다. 그러한 수단 가운데는 경제발전 전략과 지역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

책 및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서로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핵심 목표는 정치적·법적 수준에서 지역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발트 해까지를 연결하는 운송·물류 인프

라가 확충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동·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초국경

적 운송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다른 수단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 수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물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무역 관계

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통화 흐름을 확대시키는 것 역시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와의 교

역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안화 사용에는 거래에서 현금 비용을 

줄이고, 각종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며, 세계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우려하에서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해 반중국 정서를 약

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민들 간의 관계가 증진될 필요

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

니라 상호 간의 이해와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시진핑은 SCO 회원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중국 대학에

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3만 위안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W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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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려는 학생의 수가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시안의 유명한 대학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

앙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신장을 유학 목적지로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

루무치에 위치하고 있는 신장사범대학(新疆师范大学, Xinjiang Normal University)의 경

우 인접 국가들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2014년에는 

94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Xinjiang Normal University, 2014). 신

장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더해 과정을 이수한 이후 중국 내 대학에 입학할 생

각이 있는 학령기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도 상당

수 존재한다. 중국 내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카자흐

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만 1만 1천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Forbes 

14/10/19).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요한 기관은 공자

아카데미(孔子学院, Confucius Institute)다. 공자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국 지역연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

요한 다양한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다리(汉语桥, Chinese Bridge)’라고 

불리는 기금은 중앙아시아에 설립된 공자아카데미의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

에게 중국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알마티

(Almaty), 아스타나(Astana), 카라간다(Karaganda)와 악토베(Aktobe) 네 군데에 공자아

카데미가 설립되었다.

비슷한 수의 공자아카데미가 키르기스스탄에도 문을 열었고, 최근 몇 년 동

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에 따르면, 비슈케크 인문대학(Bishkek Humanities University)에

서만 2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국 지역연구를 전공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Radiotochka 14/01/25).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립대학들에서 공자아

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만 공자아카데미가 만들어

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중국 대학에서 공

부하고 있다.

중국식 “소프트 파워” 전략에서 중국의 문화를 해외로 널리 알리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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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중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구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자아카데미에서는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A Bite of China)”이라는 새

로운 커리큘럼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강좌를 통해 중국의 음식을 배우면서 중

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

해 중국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중국 요리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언론을 통해서 문화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중국 정부는 대외선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은 뉴스매체인 『신화

(Xinhua)』나 『인민일보(People’s Daily)』 해외판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

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신문매체로는 『인민일

보』나 『광밍데일리(Guang Ming Daily)』, 뉴스매체인 『신화』, 중국국제방송(China Radio 

International), 중국공영채널 중앙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의 해외지사가 설

립되어 운영된다.

중국은 역내 국가들의 엘리트와 대중에게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

뢰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 좋은 평판을 얻으

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중국 간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

당히 증대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III. 카자흐스탄-중국 간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

카자흐스탄의 대(對)중국 대외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경제 부문에 집중하는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

운데 가장 발전되었으나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투자, 대외무역, GDP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자원 부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를 지닌다. 

세계 시장의 상품가격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경제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의 대(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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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협력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는 강조점은 경제구조를 현대화·다변화하고, 경

제 내의 경쟁성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성장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시키

는 데 있다.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

야의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시

진핑의 방문으로 3백억 달러 상당의 계약 22건이 성사되었으며, 양국의 “전략

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eveloping a Strategic Partnership)”에 따

르면 에너지 부문을 넘어서는 포괄적 협력의 추진을 기대한다고 제시되어 있

다. 한편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은 카샤간(Kashagan) 프로젝트의 지분 가운

데 8.33%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얻

게 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거래액은 총 80억 달러로, 그 

중 50억 달러는 카샤간 프로젝트의 지분으로, 나머지 30억 달러는 카샤간 프

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위해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MG: 

Kazmunaigaz)에 분배되었다(Gordeyeva, 2013).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방문으로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정제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합의하

게 되었는데, 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비노이-보조이(Beineu-Bozoi)’ 건설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재확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또한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주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도 서명이 이루

어졌는데, 해당 산업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이 카자흐스탄의 우

주 프로그램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첫 만남

은 일곱 개 문서에 서명을 한 카자흐스탄-중국기업위원회(Kazakhstan-China Business 

Council)에서 이루어졌다. KMG와 CNPC 간의 두 가지 협정이 체결된 데 이

어, ‘삼룩-카지나(Samruk-Kazyna)’와 중국 CITIC(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 간에는 ‘(2020년까지 이루어지는) 카자흐스탄-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 증

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조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20억 상당의 가치

를 지닌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지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

들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JSC NC ‘SEC Pavlodar’과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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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와 JSC ‘China-Agro-Holding’ 간의 양해

각서, ‘Samruk Energo’와 중국수력발전공사(Chinese International Corporation of Water 

and Power) 간의 ‘이리 강(the Ili River)의 Kerbulak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실행

에 관한 협정, LLP ‘United Chemical Company’과 중국 Huanku Contracting 

& Engineering Corporation 간의 공동 활동에 대한 협정 등이 있다.

이같이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협력은 SCO와 같은 국

제기구의 틀과 양자 관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중국의 신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신실크로드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 분석될 수 있다. 

2013년 시진핑은 중앙·남·서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서

부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대규모 프로젝트인 ‘신실크로드 경

제지대(New Silk Road Economic Belt)’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신실크로드’는 사실 

중국의 동·서부 간의 균형발전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신장

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러시아나 미국의 지역통합 전략과는 다르게, 중국의 이니셔티브

는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내정 간섭을 하려는 의도가 포

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여지가 있다.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2013년 11월 27~28일 우루무치에서 개최된 대

(Great) 실크로드 경제권에 포함된 도시들 간의 발전과 협력에 관한 포럼에서 처

음 제시되었다. 이 포럼에 참여한 주요 도시로는 알마티(카자흐스탄), 비슈케크(키

르기스스탄), 마슈하드(이란), 우루무치, 시안, 렌윈강(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

지아(Georgia)와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도 참석했다. 주요 협정

에 더해, 운송·문화·교육·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규정한 다섯 개의 문서가 추

가로 조인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China daily 2013/11/29). 또한 시 정부 차원에서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현대화, 숙

련노동자들의 이동성 증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신장 자치구가 오랜 기간 특히 활발한 경제

적 협력 파트너였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무역 구조를 보면, 신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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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 규모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경제·환경 및 기타 

제반 여건의 유사성이 높고 경제발전의 목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

기 때문이다.

중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핵심 이익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으며, 이는 중

국 전역이 아니라 서부와 중부 성들에 국한된 것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다른 부문의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의 참여에 제

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송 시스템의 효율화와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EU나 다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운송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역시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

여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통·운송 시스템의 

가치 역시 양자의 경제관계에서 증가했다. 2013년에 교역액이 200억 달러를 상

회했으며, 2015년까지 중국은 이의 두 배를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40억 달러 수준인 것에 비해 상당히 큰 규

모라고 평가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EU 국가들로 연결되는 수송 경로는 현

재의 경로들보다 훨씬 빠르고 신뢰할 만하며, 중국 서부 성들의 수출 상대국들

을 다변화시켜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된다면, 중국 서부 및 중부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잠

재적으로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국의 운송 인프라를 통합시킬 필요성

이 있으며, 이러한 수송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자국 생산자

들의 판로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및 사적 부문에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의 원천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체 화물 가운데 80%는 철도 수송으로, 

나머지 20%의 대부분이 도로 수송으로 소화되고 있으며, 운송 수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90~95% 정도가 철도 및 도로 교통수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카자

흐스탄 정부의 우선순위는 철도 및 도로 확충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동과 서를 잇는 두 개의 주요 

통로가 존재한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부의 나홋카(Nakhodka) 항구로부터 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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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부르크와 발트 해 연안을 거쳐 유럽과 벨라루스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

단철도의 경로가 있다.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항로가 있는데, 상하이 항구로부터 

중국의 긴 해안선을 따라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들어가는 경로다.

위의 두 경로는 시간과 거리의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을 직접 통과하는 경로에 

비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덜 선호될 수밖에 없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카

자흐스탄을 관통하는 경로는 중국의 충칭에서부터 국경의 카자흐스탄 도스틱

(Dostyk) 역을 지나 라인 강과 루르 강 삼각주에 위치한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지역의 독일 뒤스부르크까지 연결된다. 카자흐스탄 철도 국영기업( JSC ‘National 

Company’ Kazakhstan Temir Joly)에 따르면,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경로는 1만 1100km

로 18~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며, 남중국해 항로는 2만 3000km로 45~60일 가

까이 소요되며, 카자흐스탄 경로는 1만 800km로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출처: JSC NC ‘KTZH’.

그림 1  국제수송 시스템하에서 카자흐스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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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of Kazakhstan, 2012).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로는 물류 시스템의 저효율성으로 인해 전체 화물량 

가운데 약 5%가 이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계산한 2012년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2)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155개국 가운데 86위를 차

지했다. 그림 2의 비교 분석표를 보면, 여섯 개 항목 모두에서 카자흐스탄이 중

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류 시스템에 관한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

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존재인데, 서방으로 중국의 물자를 수송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포함한 러시아의 수송 능력은 카자흐스탄의 직접적인 경쟁자다. 그

러나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보다 

더 나은 수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송일자를 맞추는 항목

을 제외하고는 다른 다섯 개의 항목에서 모두 카자흐스탄보다 낮은 성과를 얻

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 간에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물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횡단철도 시스템을 건

출처: 세계은행.

그림 2  2012년 물류성과지표(L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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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데 있어 중국은 카자흐스탄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국의 서부 및 중부 

성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수송·물류시스템을 중국과 연결시키고, 인프라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물류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에게 카자흐

스탄은 잠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송경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IV. 카자흐스탄-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쟁점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이르티슈 강(Irtysh 

River)을 포함한 국제 하천에서 수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지의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수자원 분배와 국제 하천의 수질 관리, 카자흐스탄의 환

경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방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

결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연시켜 왔다. 이르티슈 강은 흑 이르티슈(Black Irtysh)라

고 불리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영토를 통과

하는 국제 하천이다. 수십 년간 이르티슈의 수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농·공업용

수로 사용되어 왔다. 오염으로 인해 수질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0

만 명의 카자흐스탄 인들에게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러시아 옴스

크(Omsk) 지역의 물 소비량 가운데 90%를 충당한다(Muratshina, 2012).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사회·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XUAR: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

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로 인해 자치구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면화와 

곡물 재배가 증대되었고, 흑 이르티슈로부터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양 역시 증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카라마이(Karamay)에 거대한 석유 저장탱크가 건

설되면서 필요한 막대한 양의 용수가 이르티슈-카라마이 및 이르티슈-우루무치 

운하를 통해 조달되었다. 다양한 기술적 예측에 따르면, 이들 운하는 연간 최대 

6.3km3에 이르는 양이 우루무치와 카라마이로 유입된다고 한다(Alinov, 2012). 신

장 지역의 개발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운하들과 저수지, 댐, 수력발전소 등이 흑 

이르티슈에 건설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주민들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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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생태학적 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에 국제 하천을 둘러싼 문제가 쉽게 해

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카자흐스탄과 신장 간의 투자 흐름에 대한 전망으로, 이는 

특히 중국 지도부가 신장 지역의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송·물류 시스템과 값싼 노동

력의 결합은 신장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 가까운 미래에 해외 투자자

들뿐만 아니라 내국 기업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적절한 입지를 찾을 것이

며, 최근 해안에서 내륙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Li, 2014).

신장 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인접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안정에 일정한 위

협을 가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우루무치를 베이징과 상하이가 지니는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까지 우루무치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무역·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카자흐스탄이 알마티 시에서 실행하려는 발전계획을 

위태롭게 한다(Suleimenov, 2013).

중국 지도부의 결정과 막대한 자금 투입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내의 부진한 

성과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발 속도가 더디고 알마티 지역금융센터(the 

Regional Financial Center of Almaty)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

는 가운데,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성장 가능성 및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부문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에서 해마다 상당한 국가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카

자흐스탄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양국 간의 원자재 관련 협력에서의 우세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카자흐스탄

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는 중국 전역이 아니라 서부와 중앙 지역 성들의 개발에

서 원자재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두산지화공(Dushanzi Petrochemical) 정

유소가 카자흐스탄 산 석유의 주요 소비자라는 점 때문에 카자흐스탄-중국 관

계에서 신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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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이로 인한 카자흐스탄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 증가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이외의 부문에 대한 중국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는 최종재 

판매에서 충분히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송 시스템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EEC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시장에 대한 수출은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자본 자체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그다지 큰 가

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기술 이전, 

경영관리, 높은 생산 수준 등에 있다.

V. 결론

중국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중견국 카자흐스

탄의 대응은 향후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

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단기적으로는 대외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배후지로서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새로

운 중국 지도부는 핵심이익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상호 신뢰와 지지를 강화시

킬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 증진 의

지가 중국에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정치 레짐의 특성상, 

국내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방침은 중국을 매력적인 국제 파트너로 

만들어 줄 핵심 요소다.

중국은 몇 가지 분야에서 전략적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성장

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천연자원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시진핑이 신장 지역에서의 경제성장에 특히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천

연가스와 석탄, 석유 매장량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잠재적인 수출 대상으로서 EU 시장에의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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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운송·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시장의 확대와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위와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CO나 신실크로드 경제지대와 같은 

다자적 기제와 양자적 협력을 모두 활용하면서 상당한 양의 자금 지원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

탄-중국 간의 관계는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실행

되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협소한 카자흐스탄 시장의 

여건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운송·물류시스템과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EEU와 EU 시장에 대한 수출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단순히 자본

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경영관리 기법의 개선, 품질 기준의 강

화 등과 같은 질적인 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해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

장에 접근할 수 있는 운송·물류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국제적인 이슈를 둘러싼 유사한 이

해관계와 비전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관계가 보다 빠르게 심화될 것

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카자흐스탄

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카

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매우 

매력적인 요인으로 계속하여 작동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기타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될 때 그 확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

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의 영역 확산에 대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4년 12월 24일 | 심사일: 2015년 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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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leadership of PRC will continue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y us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SCO an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s well as 

b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interests, especially in the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The “fifth generation” will also adhere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and introduce diverse diplomatic means, 

particularly soft power diplomacy. In this regard, Kazakhstan can share 

some advantages of cooperation with China, especially in the energy and 

transportation sector. However, there also exist several controversial aspects 

in Kazakhstan-China cooperation: potential conflicts on th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pollution problems of trans-boundary rivers, particularly 

the Irtysh River, and competition for FDI between Almaty and Xinjiang in 

the region. Nonetheless, deepen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Kazakhstan 

and China is expected due to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to internal 

affairs, common strategic interests and similar vision on key international 

issues. For Kazakhstan,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an opportunity to 

further diversify its economy and reach new markets by developing efficient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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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Central Asian Strateg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azakhstan

Yevgeniy Khon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eom-Shik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