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카자흐스탄은 외환관리법에 의해 1992년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루블화 환율과 연계된 통합 단일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나(루블화의 달
러환율 그대로 적용), 이후 외환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거래량 및 시세를 기초로 1주일 단위로 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공고하는 고정
환율제도로 전환했다.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 오다 2015년 8월 20일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변동환율제 도
입 이후 텡게화 가치는 기존 대비 50% 하락하는 등 혼란을 거듭해오다, 변동환율제 도입 3년 후인 2018년 기준 1달러당 약 360텡게선
에서 환율이 유지된 바 있다. 2019년 텡게 환율은 1달러당 377-390텡게를 오가다, 2020년 4월 유가 급락으로 인해 450텡게까지 올랐
다. 이후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하반기 달러화 대비 텡게화의 약세가 지속되었고, 2020년 전체 평균환
율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 기준 달러당 412.95텡게를 기록(연말 기준 420.67텡게)하여 전년대비 7.8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 1분기 평균환율은 전년도 연말 수준은 달러당 419.7텡게, 2분기는 428.36 텡게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은 올해
평균환율이 작년대비 2.9% 상승한 달러당 425텡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환 규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동의 서명한 국제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법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은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 거래 및
그와 관련한 거래 액수, 이율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통화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내 거주자의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외환 상의 수익에 대한 강제 매각을 명할 수도 있다.

현재 별도의 외환규제 정책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신고(notification)되어야 한다.

ㅇ 아래 거래 유형 중 송금액수가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하는 자산, 또는 카자흐스탄 비거주자에게 상환하는 자산
의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계된 외화 거래의 경우
- 주식보유를 위해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지불하는 경우
- 파생증권과 관계된 외화 거래의 경우
- 카자흐스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이루어지는 부동산 재산권 취득 관련 외화 거래의 경우
- 카자흐스탄의 법인이 외국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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