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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란은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10%, 가스 매장량의 16%
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 내 제2위

의 인구보유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와의 관계는 UAE를 제외한 우리의 중동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제4위의 원유도입대상국으로 주요 경제협력 전략국이다. 이란은
세계금융위기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09년 1.8%의 실질GDP
성장률과 3,30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2010년 3%대 초반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2011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은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경제제재 및 투자부족 등으로 인한 석유생산량 감소, 국
내 정제유 수급 불균형 및 이란 GDP의 20~30%에 달하는 보조
금제 폐지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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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의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
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인 만큼 원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란의 원유수출은 총 수출의 8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66%를 차
지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거대한 내
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비옥한 영토와 풍부
한 강우량을 바탕으로 다른 중동 산유국에 비해 농업의 GDP 기
여도도 높은 편이다. 이란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
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민영화를 선언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수강경파로 평가되는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와 개혁파의 갈등 및 이란의 핵 개발 문제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이란의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부문
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제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란의 바이백(Buyback) 계약 방식 등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기
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란 자동차산업은 국영 자동차기업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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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만큼 이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자국 경제발전의 척도로 인식할 정도
로 자동차산업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왔
다. 우리 기업의 이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이 중단된 차량모델 중 중저가 모델 생산설비를 이란 자동차 제
조사에 판매 또는 설비 투자하는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
아(KIA) 프라이드는 저가형 자동차 보급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
스로 이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여 이란의
‘국민차’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정
부는 연료효율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상용차 교체 및
천연가스 차량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의 진출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란 전력시장은 현재 민자 발전 이외의 프로젝트는 국영회사
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정부발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발전소 관련 장비의 유
지보수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기자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전력시장을 주도해온 유
럽기업들의 경제제재에 따른 대이란 거래 기피로 기자재 및 부
품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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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기자재는 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정세에 따
라 이란 진출이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란을 둘
러싼 국내외 경제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란 진출에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풍부하고 저렴한 연료를 바탕으로 빠르
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에 대한 부담과 석유화학설비가 제재대상인 정유생산설비로 전
환될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란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플랜트 기자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하에서도 이란 석유화학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란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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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란은 세계 3위의 원유 보유국 및 제2위의 천연가스 보
유국이자 세계 4위의 산유국이다. 또한 중동 국가들 가

운데 이집트에 이어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7.4배에 이르는 넒은 국토로 7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아시아․유럽․중동 세 대륙의 통로가 되
고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2009년 우리
의 대(對)이란 수출금액은 40억 달러로 24위 수출대상국인 반면,
대이란 수입금액은 58억 달러로 15위의 수입대상국이다. 특히
이란은 우리의 제4의 원유도입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 이란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서구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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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란진출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지난 6년간 우
리의 대(對)이란 수출은 연평균 20%씩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독자적 이
란제재조치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우리 기업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
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대(對)이란 비즈니스의 불확실성
과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10년 9월 8일 대
이란 제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란의 경제현황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이
란 경제에서 중요성이 크거나 유망한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전망을 내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
에 따른 정부의 대이란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기업
들의 이란 진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특히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이란의 유망산업 분석을
위해 KOTRA 테헤란 무역관과의 합동연구를 통한 현지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이란의 주요 산업뿐 아니라 전
반적인 이란 경제구조와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진출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제시코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국 정부기관이 발표한 자료 및 관련 연구기관
들의 참고문헌, 그리고 특히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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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실정에서 현지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전
문가 면담 및 현지조사를 통한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분
석대상 산업은 자동차산업, 전력산업, 석유화학산업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 선정은 이란 주요 산업에 대
한 국내 정보수요와 이란 경제구조상의 중요성, 향후 성장잠재
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Ⅱ장에서 이란의 경제현황 및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이란의 자동차산업, Ⅳ장에서는 전력산업,
Ⅴ장에서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Ⅵ장
에서는 경제제재 동향 및 대이란 진출환경을 분석하고 앞서 살
펴본 3개 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이란 진출 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5

Ⅱ
이란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1/
2/

경제 현황 및 전망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1
경제 현황 및 전망1)

가. 경제동향

이란은 2004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
入) 증가, 농업․건설업 등 비석유부문의 점진적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04~07년 동안 평균 6%대의 양
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및
유가하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2008년 상반기에 배럴당
110달러가 넘던 국제유가는 같은 해 하반기에 40달러 수준까지
1) 본문에 나오는 경제지표의 기준 연도는 이란 회계연도를 따른다. 이란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3월 21일부터 다음 해 3월 20일까지다.

Ⅱ. 이란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9

급격히 하락하였고, 석유 수입(收入)의 감소는 정부지출을 위
축시켜 민간소비 및 투자가 억제되면서 이란의 비석유부문 역시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이란의 2008년 실질GDP
성장률은 2.3%에 그쳤으며, 2009년 GDP(명목) 규모는 3,305억
달러로 1.8%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2)

그림 Ⅱ-1 이란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이란

중동

전 세계

주: 2007년 이후는 IMF 추정치임.
자료: IMF(2010b).

이란의 1인당 GDP 역시 고유가 시기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2년에 1,776달러였던 이란의 1인당
2) IMF(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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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명목)는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하여, 유가가 최고점에
달하였던 2008년에는 4,500달러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과 함께 이란 경제의 저조한 성장으로 2009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축소된 4,450달러에 그쳤다.

그림 Ⅱ-2 이란의 총 GDP 및 1인당 GDP(명목) 추이

명목GDP(左, 십 억 달러)

1인당 명목GDP(右, 달러)

주: 2007년 이후는 IMF 추정치임.
자료: IMF(2010b).

이란은 2007년 WTI 기준 연평균 70달러 이상의 고유가에 힘
입어 수출 1,047억 달러, 수입 717억 달러로 33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의 유가하락,
OPEC의 석유생산 제한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상수지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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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석유․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은 증가폭이
매우 미미한 가운데 수입은 최근 지속적으로 두 자릿대 증가율
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수
출은 1,084억 달러, 수입은 863억 달러로 약 220억 달러의 무역
수지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수출은 869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791억 달러로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78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란의 재정수지는 아흐마디네자드 현(現)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보조금 정책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2008년 유가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7%포인트 확
대된 5.3%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정
부의 과다지출을 통제하고자, 2010~15년 5개년 국가개발계획에
석유가스 수입(收入)의 20%를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으로 적립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표 Ⅱ-1 이란의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단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재정적자/GDP

3.6

5.3

9.4

6.9

자료: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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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이란의 정치권력 구조

자료: 인남식(2009).

나. 주요 경제현안
1) 물가상승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단 두 해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 대에 머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물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이란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정치적 금융정책, 오일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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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순환(petrodollar recycling), 정부의 직접대출, 불안정한 국제
관계 등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이란의 물가상승률 추이는 최근 유가의 급변동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03년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
면서 오일머니 유입 및 오일 붐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각종 투
자․소비 증가로 이어져, 2003년 15.6%를 기록했던 이란의 소비
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18.4%, 2008년에는 25.4%로 치솟았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떨어지고 2009년 국제상품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2009년 물가상승률 압력은 10~11%대로
크게 완화되었다.3)
그림 Ⅱ-3 이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전 세계

주: 2009년 이후는 IMF 추정치임.
자료: IMF(2010b).

3) IMF(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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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률
높은 실업률은 이란이 직면한 또 다른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이란의 경제활동인구 약 2,500만 명 중 실업인구가 약 300만 명
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실업인구의 8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청
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의 실업률은 최근 지속적
으로 악화되는 추세로, EIU는 2008년 12.5%를 기록했던 실업률
이 2009년에는 12.9%로, 2010년에는 13.2%로 악화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최근 이란 통계청은 이란의 실업률을 현재 수준인
약 13%로 유지하는 데에도 젊은층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매년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한 통계기관은 2009~11년 사이에 이란의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확한 통계산출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재 이란의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
준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3) 석유생산량 감소 및 국내 정제유 수급 불균형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생산국이자 OPEC 내에서는 사우디아
라비아에 이은 제2위의 원유수출국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의 원유생산능력은 1978년 이전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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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이란의 원유 생산능력은 약 420만b/d
다.4) 1979년 이란혁명,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유전의 노후
화와 경제제재에 따른 투자․설비․기술인력 부족 및 외국투자
자에게 불리한 바이백(buy-back) 석유개발계약 방식 등이 이란의
석유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2009년 기준 이란의 석유소비량은 174만b/d인 데 비해
석유 정제능력은 145만b/d로, 국내 정제능력만으로는 석유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란은 현재 40만b/d에 이르는
국내 가솔린 소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를 수입으로 충당
하고 있다.

그림 Ⅱ-4 이란의 석유 생산․소비 추이
(단위: 천b/d)

자료: BP(2010).

4) BP(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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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폐지

주변 중동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연료, 식품, 의약품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석유수입을 분배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 이란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보조금은 이란 GDP의
약 20~30%에 해당하는 900억~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5)
그러나 과도한 보조금 지출은 재정부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
화 및 경제왜곡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이란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는 에너지 및 식량 보조금을 점진적
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시작되는 2010년 3월 말부터 개혁법안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이란 경제제재 및 보조금 폐지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로 이란 정부는 최근 이 개혁법안의 시행을 2010년 11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 2007년에 시작된 가솔린 정량보급제(rationing)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6)

5) http://www.csmonitor.com/World/Middle-East/2010/0430/Why-Iran-s-Ahmadinejad-is-pushingto-cut-popular-government-subsidies.
6) 가솔린 정량보급제에 따라 리터당 10센트로 구매할 수 있는 가솔린 용량은 월
60리터로 제한되고, 60리터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는 리터당 40센트의 가격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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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에너지보조금 개혁에 따른 이란 주요경제지표별 중장기 시나리오(2006~14년)

① 실질GDP성장률

② 원유수출량

③ 소비자물가상승률

④ 총 외환보유액

자료: IMF(2010a).

글상자 2 이란의 보조금 개혁 계획

2009년 10월 석유와 LPG 등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및 밀, 쌀, 설탕, 기름
등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을 5년 안에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이란 의회
에서 가결되었으나, 보조금 폐지로 절감된 예산의 사용방안을 둘러싼 의회와
정부의 공방으로 2010년 1월에 이르러야 이 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
졌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0년 3월(이란력 신년)부터 이 개혁법안을 시행하도록 최종 승인을
내렸다.
이란 보조금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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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석유제품(oil derivatives)의 국내가격을 페르시아 만 시장가격(FOB)의 90%
까지, 천연가스 국내가격을 수출가격의 75%(산업용은 65%)까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생산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2010.3~2015.3)이 종료될 때까지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
으로 현실화한다.
ᄋ 보조금제 개혁에 따라 생기는 재원의 50%를 저소득층 현금 지원, 의료, 주택,
고용, 사회보장 지원에 사용한다.
ᄋ 보조금제 개혁에 따라 생기는 재원의 30%를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사용한다.
ᄋ 보조금제 개혁에 따라 생기는 재원의 20%를 금융·투자 분야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ᄋ 정부는 국가기금으로 ‘보조금 개혁’이라는 특별계정을 만들어 연간 국가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하며, 6개월마다 집행결과를 의회 및 최고감사법정(Supreme
Audit Court)에 보고한다.
자료: KOTRA(2010),「이란, 보조금제 개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린다」및 현지 보도
자료 종합.

5) 대이란 제재
2010년 6월 UN의 제4차 대이란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을 필두로 EU, 일본, 호주, 한국 등의 독자적
이란 제재안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대이
란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외국기업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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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이란을 고립시켜 제재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UN 결의안을 넘어선 수준의 미
국의 제재 움직임은 2009년 이란의 가장 큰 에너지 투자기업인
Total(프랑스)을 비롯한 유럽 오일 메이저들의 이란 에너지 투자
에 대한 철회 및 보류 결정을 이끌어냈다.7) 이어 2010년 이란의
주요 정제유 공급선이었던 Vitol(스위스), Total(프랑스), Reliance
(인도), Lukoil(러시아) 등은 제재로 인하여 대이란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이란 은행이 제재대상으로 지정
됨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들의 대이란 거래가 축소되어 이란의
교역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로 이란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제재는 제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란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7) 2009년부터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정제유 제재법안(Iran Refined Petroleum Sanction
Act)｣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으며, 이는 2010년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제정 및 승인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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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

미국과 UN은 이란의 핵확산 의도 및 테러리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이란에 대한 포괄적 무역 및 투자 제재, 둘째,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지원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에 대한 법적 제재, 셋째, 핵
확산 및 테러 관련 단체와 연관이 있는 대상의 자산동결 및 미 금융기관에 대
한 접근금지조치인 금융제재다. 미국 정부의 제재조치로 미국 개인 및 기업과
이란 간의 교역 및 투자활동은 대부분 금지된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및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
다. 특히 2010년 7월에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은 제3국 기업의 이란
에너지 개발(개발 ․ 탐사 ․ 정제) 투자뿐 아니라 대이란 정유제품 수출입까지 금
지하고 있다. 이란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으
로써 이란의 핵개발 및 테러지원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국제사회
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UN의 제재조치는 핵 관련 물질 및 기술의 교역금지와 관련 개인과 기관의
자산동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과 UN의 대이란 경제제재 주요 내용
제재조치
미국 기업의 대이란
교역·투자 금지

주요 내용
 1987~97년까지 단계적 제재강화를 통해 미국
국적의 개인·기관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를 금
지(단, 2000년 일부 품목 교역 허용)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2000년): 대량
살상무기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 등 관련 제재
 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1992년): 상업통
제 목록 또는 재래식 무기 등 관련 제재
미국
외국(국가 및 기관, 개인)을  이란제재법(1996년): 이란 에너지 개발에 연간
대상으로 한 대이란 교역·
2,000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대량살상무기
투자 금지
혹은 최신 재래식 무기 관련 제재
 포괄적 이란제재법(2010년): 이란 에너지 개발
투자 및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행
위, 대이란 정유제품 수출, 이란의 정유제품 수
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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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주요 내용

금융제재

 핵확산 및 테러 관련 금융자산 동결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금지(2001년, 2005년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미국 및
외국 금융기관 제재(포괄적 이란제재법, 2010년)

1차 이란 제재 결의안
1737호(2006.12)

 핵, 미사일, 핵확산, 핵무기 운송시스템과 관계가
있는 물질 및 기술의 대이란 수출 제재
 관련 기관의 자산동결

2차 이란 제재 결의안
1747호(2007. 3)

 이란 Sepah 은행, 이란 이슬람혁명수비군 부속
기관 등 제재대상 추가 지정 및 자산동결
 UN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대이란 신규 금
융지원 및 양허성 차관제공 금지 촉구

UN 3차 이란 제재 결의안
1803호(2008. 3)

 핵 관련 이중용도(민간 및 군용사용) 품목·기
술의 교역을 제재 대상에 포함
 1·2차 제재 결의안의 연장선상에서 여행금지
및 제한, 자산동결 대상이 추가 지정

4차 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2010. 6)

 이란 입출항 항공 ․ 선박 검열 강화
 자국 영토에 이란의 핵확산 활동과 연관된 이란
은행(JV 포함)의 개설 금지 및 이란 내 자국
금융사무소 개설 중지 촉구
 1·2 ․ 3차 제재 결의안의 연장선상에서 여행
금지 및 제한, 자산동결 대상이 추가 지정

자료: 각종 언론자료 종합.

다. 경제전망

이란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유가상승, 대규모 정부지출 및
사우스파(South Pars) 신규 가스 프로젝트 등으로 3%대 초반으로
회복되고, 2011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에 따른 민간소비 및 산업활동 위축,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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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경제성장률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란의 경제성장률을 IMF는 3.2%로, EIU는 3.5%로, Global
Insight는 5.5%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한편 EIU는 유가회복에 따라 이란의 2010년 무역수지 흑자가
약 2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고 경상수지 역시 GDP 대비
3.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의 주요 경제현안인 물가상승 압력은 2010년에는 8.5~
11.8% 수준으로 2009년에 비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상품가격의 회복과 보조금 축소 및 재정확장 정책으로 2011년
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와 EIU는 이란의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10.0%, 15.1%로 전망하였으며, Global
Insight는 20.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Ⅱ-2 이란의 경제전망
(단위: %)

2009년
전망 기관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GDP 대비, %)

IMF

2010년

EIU

IMF

2011년

EIU

IMF

EIU

1.8

0.7

3.0

3.1

3.2

3.5

10.3

13.5

8.5

11.8

10.0

15.1

2.4

0.2

2.3

3.0

1.7

2.6

주: 이란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IMF(2010c); EIU(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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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 국명: 이란 이슬람 공화국(Kingdom of Saudi Arabia)
□ 위치: 중동 페르시아 만 동부, 카스피 해 남부, 7개국과 접경(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면적: 165만㎢(한반도의 7.5배)
□ 기후: 대륙성 기후(4계절), 남부는 아열대성
□ 수도: 테헤란(Tehran, 710만 명)
□ 인구: 약 7,654만 명
□ 주요 도시: 마샤드(240만 명), 이스파한(160만 명), 타브리즈(140만 명),
시라즈(120만 명)
□ 민족: 페르시아(51%), 아제르바이잔(24%), 길락-마잔다란(8%), 쿠르드
(7%), 아랍(3%)
□ 역법: 이슬람력(이란 1389년은 서력 2010.3.21~2011.3.20에 해당)
□ 언어: 이란어(Farsi)
□ 종교: 이슬람교(시아파 94%, 수니파 4%)
□ 건국(독립)일: 1979년 4월 1일(이란 이슬람 공화국 선포일)
□ 국가체제: 신정공화국 체제
□ 통치구조: 국가최고지도자 아래 3권 분립의 대통령중심제
□ 국가원수(중심인물):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최고지도자,
1989.6.4 취임, 종신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1선: 2005.8, 2선: 2009.6, 4년제)
나. 경제지표
□
□
□
□
□
□
□
□

GDP: US$ 3,332억(2008), US$ 3,305억(2009)
실질경제성장률: 2.3%(2008), 1.8%(2009)
1인당 GDP(명목): US$ 4,450(2009)
실업률: 12.9%(2009)
물가상승률: 25.4%(2008), 10.3%(2009)
회계연도: 3.21~익년 3.20
화폐단위: 리얄(Rial, 10Rial=1Toman)
환율: 1US$ = 9,962리얄(2010. 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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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 계속

□
□
□
□

□

□
□
□
□

외채(GDP 대비): 6.2%(2008), 4.9%(2009)
외환보유고: US$ 966억(2008 추정치), US$ 813억(2009 추정치)
산업구조(2007년): 서비스업(48.5%), 제조업(41.3%), 농업(10.2%)
교역규모
수출: US$ 869억(2009)
수입: US$ 791억(2009)
교역품(2007년)
수출: 석유 ․ 가스(83.9%), 석유화학제품(3.0%), 과일(2.1%), 카펫(0.4%)
수입: 중간재(45.0%), 자본재(37.0%), 소비재(18.0%)
주요 수출국(2008년): 중국(18.5%), 일본(15.3%), 한국(7.1%),
터키(6.9%), 이탈리아(4.9%)
주요 수입국(2008년): 중국(13.3%), UAE(9.6%), 독일(9.1%),
한국(6.9%), 러시아(5.6%)
석유 매장량: 1,376억 배럴(세계 총 매장량의 10%)
3
천연가스 매장량: 1,045조ft (세계 총 매장량의 16%)

다. 한 ․ 이란 관계
□ 체결협정: 항공협정(1998), 해운협정(1998), 이중과세방지협정(2006 서명,
양측 비준서 교환 전 단계), 투자보장협정(2006 발효), 무역협정
(2007년), 항공업무협정(2001년), 해운협정(2004년 9월 최종문
안에 가서명 후 현재 답보상태)
□ 교역규모
한국 수출: US$ 39.9억(2009)
한국 수입: US$ 57.5억(2009)
□ 교역품
한국 수출: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냉장고
한국 수입: 광물성 원료(원유, 나프타, LPG), 석유화학제품
□ 투자교류
대이란 투자: 2010년 6월 누계 기준 47(신고건수), 5,398만 달러(투자 기준)
대한국 투자: 2010년 3월 누계 기준 129건, 3,334만 달러(신고 기준)
□ 교민: 590명(2008년 12월 기준)
자료: EIA(2010); EIU(2008); EIU(2010a); EIU(2010b), IMF(2010b); IMF(2010c); 한국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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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및 주요 특징

이란은 세계 3위의 원유매장량 보유국으로 세계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1,362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연간 원유생산량 420만b/d로 세계 제 4위의 원유생산국이다.
또한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2009년 천
3

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총 매장량의 16%에 달하는 1,045조ft 에
이른다. 이러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중동 산유
국들처럼 이란은 원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
다. 2007년 기준 이란의 원유수출은 총 수출의 84%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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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에
너지 부문은 이란 총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에너지 부문에 집중된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란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상
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기준 제조업
은 이란 GDP의 10.9%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석유
화학, 알루미늄과 철강과 같은 에너지 연관 제조업의 성장이 비
교적 활발하다.
한편 이란은 비옥한 영토와 풍부한 강우량을 바탕으로 다른
중동 산유국과 달리 농업의 GDP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
다. 2007년 기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비
석유부문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란은 현재 세계 최
대의 피스타치오 수출국이며, 우리나라 역시 수입 피스타치오
90% 이상을 이란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란의 서비스 부문은 GDP의 약 47%를 차지하며, 특히 부동
산․비지니스 서비스 부문(10.5%)과 무역․음식점․호텔 부문
(14.0%)이 서비스 부문 GDP 기여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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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이란의 산업별 GDP 구조
(단위: %)

구분

2004년

2007년

명목GDP 규모

1,612억 달러

2,859억 달러

1. 농림수산업

10.8

9.3

2. 원유·천연가스

24.1

27.9

3. 제조업 및 광산업

18.1

18.3

a) 광산업

0.8

0.8

b) 제조업

11.4

10.9

c) 전력 ․ 가스 ․ 상하수도

1.4

1.3

d) 건설업

4.5

5.3

49.5

46.9

12.0

10.5

b) 운송 ․ 저장 ․ 통신

8.5

8.5

c) 금융서비스

3.0

2.8

d) 부동산 ․ 비즈니스 서비스

12.9

14.0

e) 정부서비스

10.4

8.4

2.7

2.7

2.5

2.3

100.0

100.0

4. 서비스
a) 무역 ․ 음식점 ․ 호텔

f) 사회 ․ 민간서비스
5. 금융귀속 서비스
총 GDP

자료: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2010); IMF(2010b).

이란의 경제성장 역시 비에너지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
다.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란의 에너지
부문은 평균 3%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비에너지 부문의
경우 평균 7% 이상의 높은 수준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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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이란의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부문 실질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2010, 2004).

나. 경제발전 전략
이란은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인 ‘20년
계획(20-Year Outlook Plan: 2005~25년)’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전략은 제4차 5개년 개발계획(2005~10년)을 시작으로 향후 20년
뒤인 2025년까지의 국가 제반 분야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 역내 제1의 과학․경제․기술 선진국 돌입 △ 역내
최고의 석유․가스 기술 보유국 △ 세계 3위의 가스 공급국 △
사회정의 및 사회안전망 구축 △ 국토의 균등한 발전 실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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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이
란 최대 유전인 사우스파(South Pars)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2025
년까지 가스 상류 부문에 500억 달러, 하류 부문에 200억 달러
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제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5년)은 20년 계획의 틀 안
에서 국가 거시경제지표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입 확보와 재정
건전화, 산업 다각화 등의 경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란은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7%, 12%
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석유가스 부문에 연
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원유 생산능력을 510만b/d로 확대하
는 한편, 비석유부문의 성장을 통해 석유 수입(收入)에 대한 재
정 의존도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5차 개발계획은 이미 실행예정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제5차
개발계획은 기준 유가를 65달러로 하여 목표치를 산정하였으며,
이 계획의 이행기간인 2010~15년 동안 에너지 및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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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이란의 제5차 국가개발계획(2010~15년)의 방향 및 목표

경제개발
방향

구 분

2010년
(실측치)

경제성장률
거시경제
실업률
지표 개선

2.6%
11.8%
(정부 발표)

평균 8%
7%(연간 99만 개 일자리 창출)

물가상승률

15%

평균 12% 유지

유가(예산책정 기준)

$60/b

$65/b

원유 생산능력

430만b/d

안정적
석유가스 부문 투자
에너지
수입(收入) 석유수입/정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화
기타

45%

비석유제품 수출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

510만 b/d
정제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외국투자 포함)
0%(연간 10%씩 감축)

-

부가가치가 낮은 원유 형태의
석유수출 중단

-

연간 석유수입의 20%를 국가발
전기금에 비축

-

1,100억 달러(현재의 약 2배)

5,000만 톤/년 1억 톤/년

광업 및 산업투자
산업
다각화

2010~15년
(목표치)

-

각각 700만 달러, 700억 달러

철 생산

1,000만 톤/년 4,200만 톤/년

철광석 생산

2,700만 톤/년 6,600만 톤/년

시멘트 생산

7,100만 톤/년 1억 1,000만 톤/년

석회암
기타

-

1억 6,600만 톤/년

-

공업단지 50개 건설

-

GDP 대비 3% 연구비용 예산
측정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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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화 정책

1) 제조업 현황

이란은 1990년대부터 추진한 탈석유화 정책의 일환이자 지속
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국 내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구 7,000만 명에 육박
하는 내수시장 규모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이란의 제조업 육성
여건은 좋은 편이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 시스템
및 각종 규제로 외국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어려워 이란 제조
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기준 이란의 제조업체는 6만 9,461개로 약 172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267억 달러다. 업체수 기준으로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비금속광물 업종 기업이 13,260개로 전
체 업체의 19.1%에 달하며, 식음료 업종 기업이 8,388개로 전체
의 12.1%를 차지한다. 그리고 정유업의 경우 장치산업의 특징상
업체수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나, 전체 제조업 투자금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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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이란 제조업 현황(2008년)

구 분

업체수
개

비금속광물

비중

2008년
투자액
백만 달러
비중

종업원
명

13,260

19.1%

4,996

18.7%

283,913

식음료

8,388

12.1%

4,239

15.9%

255,491

기초금속

2,232

3.2%

3,041

11.4%

102,579

화학 및 제품

3,902

5.6%

2,554

9.6%

111,280

섬유

6,767

9.7%

2,209

8.3%

244,186

고무, 플라스틱 제품

6,936

10.0%

1,905

7.1%

103,644

자동차, 트레일러

1,927

2.8%

1,348

5.1%

72,500

기계류

6,296

9.1%

1,340

5.0%

139,751

조립금속제품

7,828

11.3%

1,227

4.6%

111,339

전기기계류

1,634

2.4%

1,031

3.9%

63,381

석탄, 정유제품, 핵연료
종이 및 종이제품
기타 운송장비
목재 및 제품

534

0.8%

885

3.3%

15,125

1,651

2.4%

371

1.4%

30,599

687

1.0%

261

1.0%

29,889

1,524

2.2%

208

0.8%

25,786

출판 인쇄업

417

0.6%

181

0.7%

5,564

라디오, 텔레비전 등
통신장비

342

0.5%

160

0.6%

16,008

피혁

1,178

1.7%

141

0.5%

32,684

의료, 광학기기

594

0.9%

140

0.5%

15,537

사무기기

451

0.6%

134

0.5%

8,038

가구

984

1.4%

110

0.4%

16,624

의류

1,740

2.5%

89

0.3%

27,610

184

0.3%

68

0.3%

2,388

5

0.0%

16

0.1%

2,881

69,461

100.0%

26,652

100.0%

1,716,797

재활용
담배
총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Department of Assessment and Supervision,
KOTRA(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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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화 전략

가) 민영화
이란은 2006년 7월 최고지도자의 명령으로 신 민영화 계획을
수립, 우량 기간산업을 포함한 총체적인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이는 민간기업의 성장이 경영의 효율성, 비용절감, 기술촉진 등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킬 것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란 헌법 제44조는 정부 자
산의 80%까지 민영화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란 정부는 민영화기구(Iran Privatization Organization)를 만들어
주식시장 상장, 입찰을 통한 지분 매각, Justice Shares8) 등의 방
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6~08년 동안 이란 정부자
산 가치 1,100억 달러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가 민간부문으
로 이양되었다. 또한 최근 이란 정부는 2010/11년 동안 총 125억
달러 가치를 갖는 500개 이상의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 주식시장의 침체와 지분을 매입할

8) Justice Shares는 현재 서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의
발상으로, 이란 국민 중 약 460만 명에 이르는 극 서민층에 민영화 기업 지분을
좋은 조건에 매각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하에 시행되고 있
는 방법이다. Justice Shares는 공식 주가의 50% 할인 및 무이자 10년 분할상환 방
식으로 제공된다. 2006년 민영화 기준, 각 민영화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
상장 13.8%, 입찰 8.2%, Justice Shares 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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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력한 민간투자자의 부재로 이란 민영화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기업이 기업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된 주식을 다른 준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민영화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 국내산업 보호 정책
이란은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관련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란 제조기업이 생산설비를 낙후된 지역 또
는 산업․경제 자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의 50%를 면제해
주며, 국내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기계 수입 시 4%의 낮은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
이 수입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이란은
자동차산업을 국내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수입
승용차에 9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란 은행은 건별 심
사를 통해 자국 제조업체에 설립자금 및 생산설비 수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이란 은행의 평균 이자율이 17%
인 반면, 이란 제조기업에 대한 이자율은 외환자금 융자 시 7%,
리얄화 융자 시 12~16%를 부과하고 있다.9)
현지 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각종 광고 및 전시회 참가 시
9) KOTRA(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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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보다 10~20% 낮은 수준의 비용이 책정된다. 반면 외
국기업이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란 경제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도 이란 제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 외환비축기금(Forex Fund, FRF) 운영
이란은 국제유가 하락에 대비한 경제안정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환비축기금(FRF: Foreign Exchange Reserve Fund)을
운영하고 있다. FRF는 2000년 59억 달러를 재원으로 출범하였고,
자금은 프로젝트 발주 등 주로 정부사업 및 민간 제조기업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09/10년 동안 188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약 53억 달러의 FRF 자금이 지원되었다.

표 Ⅱ-6 외환비축기금(FRF) 지원 내역
(단위: 개수, 백만 달러)
Finance

2007년 3월 (누계)

산업군
프로
젝트

1)

L/C 개설 금액

금액

프로
젝트

금액

Finance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프로
젝트

프로
젝트

프로
금액
젝트

금액

금액

전기․ 전자

53

353.7

45

220.9

15

97.5

2

45.6

6

24

운송수단․ 전력생산

65

464.9

58

392.4

3

12.3

-

-

6

122

금속가공

15

88.2

12

72

8

56.5

-

-

-

-

53 2,230.9

17

197.8

57 2,329

4

183.5

18 1,735

화학 ․ 셀룰로오스

275 1,899.3

광 업

81 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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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1,432.2
68

1,010

13

297.2

표 Ⅱ-6 계속
Finance
프로
젝트

금 속

Finance

2007년 3월 (누계)

산업군

식품 ․ 의약품

1)

L/C 개설 금액

금액

334 1,399.4

금액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프로
젝트

프로
젝트

프로
금액
젝트

259 1,037.6

금액

금액

59

567.9

34

397.2

36

343

226.4

46

185.8

-

-

7

64.2

4

42

광물 ․ 비금속

298 3,128.9

253

262.3

24

347.5

5

30.5

31

277

공학 장비

37 1,354.8

27

891.4

13

112.7

-

-

12

174

123

629.1

10

71.2

9

54.5

18

291

가죽 ․ 섬유
2)

총 계

56

프로
젝트

143

700.2

1,490 11,515.3 1,169 8,529.3

198 3,793.7

78 973.23

188 5,337

주: 1) 이란 광공업부는 2008년 3월부터 L/C 개설 지원 금액을 통합하여 발표함.
2) 2007년 3월까지 총계액에는 10개의 산업군 외에 섬유산업 정비를 위한 지원이 포함됨.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Department of Statistics Center.

라) 산업․ 경제 자유구역 조성
이란 정부는 △ 국내 제조업 육성 △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 저개발․비도시 지역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균
형 발전 달성을 목표로 산업․경제 자유구역(Free Industrial and
Economic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경제 자유구역은 6개의
자유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와 16개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구분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자유무역․산
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가
감독 및 지휘를 맡고 있으며, 고등위원회 산하 법인 형태의 개별
조직이 각각의 산업단지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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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특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20년
간 내국세가 면제되고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수
출관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유연한 금융시스템 제공 및 노동법 적용 완화 등의 친기업적 비
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글상자 5 산업․경제 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 20년간 내국세 면제(현재 3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음)
◦ 산업단지 내 외국인의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투자지분 100% 소유 보장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보호
◦ 외국환의 다른 산업단지 또는 외국으로의 송금 무제한
◦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의 유연성(외국은행 설립 허용)
◦ 국영 및 민간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풀 서비스 제공
◦ 산업단지 내의 제조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및 기계의 무관세, 무과세
◦ 간편하고 빠른 회사 및 기관 설립 등록절차
◦ 이란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품의 간소화된 수입절차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된 상품의 이란 국내 수출관세 면제
-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 60% 이상일 경우에 관세 면제
- 산업단지 내에서는 부가가치세(3%) 미적용, 이란 국내로 수출 시에는 부가
가치세 적용
◦ 이란인에 대한 토지매입 및 임차 허용,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차 허용(100년간
장기임대 허용)
◦ 노동법 적용 완화로 간소화된 노동조건 및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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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이란의 주요 산업․경제 자유구역 조성 현황(2010년)

명 칭

설립
연도

조성 및 운영주체

입주
업체수
(개)

노동
인구(명)

145

112

45,000

91

648

14,000

면적
(km2)

Chabahar

1993

Chabahar
Trade-Industrial
Free zone Org.

Kish

1989

Kish Trade-Industrial
Free Zone Org.

1994

Qeshm
Trade-Industrial
Free zone Org.

300

529

35,750

2003

Aras
Trade-Industrial
Free Zone Org.

100

114

12,000

Anzali

2004

Anzali
Trade-Industrial
Free zone Org.

147

70

3,200

Arvand

2008

Arvand
Trade-Industrial
Free Zone Org.

2,625

265

9,100

Salafchegan
Special
Economic
Zone

1997

Tossae Va Omrani
Qom Co.

20

409

4,400

1999

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PSEEZ)
Company

100

64

61,000

1999

National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Org.

20

31

15,460

1992

Sirjan Development
Working Co.

14

53

16,000

Qeshm
자유산업
지대
(Free
Industrial
Arase
Zone)

Pars special
특별경제 Economic
구역
Energy zone
(Special
Economic
Petrochemical
Zone)
special
Economic
zone(PETZONE)
Sirjan Special
Economic
Zone(S.S.E.Z)

자료: Secretariat of the 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s; KOTRA(2007),
｢이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제조업 육성 박차｣ 재인용; KOTRA 현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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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투자 정책 및 조세제도

1)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
이란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본과 기술의 습득뿐 아니라
매년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 제공할 고용창출을 위
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각종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2년에는 1956년 제정된 외국인투자 유치법을 47년 만
에 개정하였다. 외국인투자 분야 및 지분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FIPPA: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에 따라 재정경제부 산하의 이란
투자․경제 및 기술 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이 설치되어 외국인투자
허가 및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대이란 외국인투자 규모는 2001년 11억 달러 수준에서 2009년
기준 약 3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10)
그러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지분의 관행적 제
한, 외국기업의 투자보장제도 미비, 과실송금의 불확실성 등 대
이란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0) UNCTA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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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의 주요 내용

ᄋ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란 회사를 등록할 경우 토지소유 허가권 부여
ᄋ 외국인투자자의 진출 영역을 주요 인프라 부문으로 확대
ᄋ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를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민간참여’, ‘바이백’,
‘연계무역’ 및 ‘건설 ․ 운영 ․ 양도(BOT)’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 금
융조달 방식으로 확대
ᄋ 현재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을 향후 사정에 따라 관련 당국
에서 한도를 결정하도록 완화(사실상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51% 이상 허
용한다는 의미)
ᄋ 투자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 간소화
ᄋ 이란 투자 ․ 경제 및 기술 지원청(OIETAI) 내에 ‘외국인투자 서비스 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ᄋ 외국인투자자들이 자본이전 외환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업무에
융통성 부여
ᄋ 정부 ․ 투자자 관계를 관장하는 법적 선택권 도입
자료: KOTRA(2001), ｢이란, 외국인투자유치법 개정 검토｣; OIETAI(2002),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그림 Ⅱ-7 외국인투자 등록 및 허가 절차

자료: OIE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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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이란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
호법｣과 이란 세법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란 세법은 외국
기업의 과세 베이스를 크게 △ 계약 이행에 따른 수입 △ 로열티,
라이선싱 비용에 의한 수입 △ 무역 등 기타 활동에 의한 수입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
세가 부과되며, 로열티 및 라이선싱 비용에 의한 소득은 그 종
류에 따라 20~30%의 과세계수가 적용되어 5~7.5%의 실효세율
이 부과된다.11)
이란은 산업의 종류 및 투자 지역에 따라 면세 및 다양한 세
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조업, 광업, 조립 생산공장 및 엔지
니어링 회사들의 생산수익의 80%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국내외 관광업 및 숙박업은 소득세의 50%가
면제된다. 한편 균형개발을 위해 대도시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
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테헤란 반경
120km, 이스파한 반경 50km, 각 주(州)의 중심도시 반경 30km
밖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저개발 지역은 10년간 100%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11) http://www.austrade.gov.au; http://en.wikipedia.org/wiki/Labour_and_tax_laws_in_Iran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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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면세제도

분

야

면세율

면세기간

농업 ․ 원예업 ․ 축산업 ․ 어업

100%

제한 없음

제조업 ․ 광업

80%

4년

제조업 ․ 광업(저개발지역)

100%

10년

관광업

50%

제한 없음

수 출

100%

제한 없음

자료: Ministry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Foreign Investment in the Housing
Sector of Iran.”

마. 통상정책
1) 자유무역협정(FTA)
2010년 10월 현재까지 이란은 FTA를 체결한 건수가 없지만,
아랍 국가들 가운데 GCC, 시리아, 알제리 등과 FTA를 추진 중
이다. 특히 GCC 주요 회원국인 UAE는 비석유제품 및 재수출을
제외할 때 이란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으로 1만 개 이상의 이란
기업이 UAE에 활동하고 있는 등 이란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비아랍 국가로서는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케냐
등이 이란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FTA 체결은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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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발효된 미국의 ｢포괄
적 이란제재법｣은 제3국의 대이란 투자 및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2007년 말레이시아 SKS 그룹이 이란 가
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이
란과의 FTA 논의를 중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2) 관세
이란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Code)에 의해 수입품목을 분류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관세 및 수익자 세금(beneficiary tax)이
부과된다. 수입품에는 C.I.F 종가세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의약품, 밀 등 전략적 상품과 외국인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원
자재 등은 면세대상이 된다. 한편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라이선
스 비용 및 관세뿐 아니라 지방세 역시 부과된다.12)
주요 수입품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90%의 높
은 관세율이 부과되며, 가정용 전자제품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30~6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우리의 대이란

12) Austrade. http://web.archive.org/web/20061004192232/http://www.austrade.gov.au/australia/
layout/0,,0_S2-1_CLNTXID0019-2_-3_PWB1151550-4_doingbusiness-5_-6_-7_,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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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수출품목이기도 한 석유화학제품 및 산업기계 등에는 상세
품목에 따라 4~45%의 관세가 부과된다.
표 Ⅱ-9 주요 수입품 관세율(2009년)

품

목

수송기계
철강제품(냉연강판 ․ 철강관 등)
가정용 전자제품

관세율
90%(승용차), 30%(화물차)
4 ~ 25%
55%(전자레인지 ․ 전기밥솥),
50%(TV ․ 냉장고),
40%(세탁기 ․ 진공청소기), 35%(에어컨)

석유화학 제품(합성수지 등)

4 ~ 40%

산업기계(화학기계 ․ 건설중장비 등)

4 ~ 45%

기초산업기계(펌프 ․ 원동기 등)

4 ~ 30%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인쇄용지․ 판지 등)

4 ~ 40%

전자부품(평판디스플레이 ․ 축전지 등)

4 ~ 30%

산업용 전자제품(자동제어기 ․ 계측기 등)

4 ~ 55%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밸브 등)

4 ~ 55%

정밀화학제품(정밀화학원료 ․ 의약품 등)

4 ~ 65%

중전기기(변압기 ․ 차단기 등)

4 ~ 30%

플라스틱제품

4 ~ 45%

고무제품(타이어 등)

4 ~ 65%

직물(편직물 등)

70%

비철금속 제품(알루미늄․ 동조 가공품 등)

4 ~ 40%

섬유원료(폴리에스테르 섬유 등)

4 ~ 20%

섬유사(폴리에스터사 등)

4 ~ 60%

농산물(연초류․음료 등)

4 ~ 80%

기타 기계류

4 ~ 40%

주: 1) 위 품목은 한국의 대이란 주요 수출품목임(KOTIS, 2010년 9월, MTI 2단위 기준)
2) 이란은 8단위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은 세부 분류에 따라 다름.
자료: ITPO(Iran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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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무제도

2009년 기준 이란 노동인구는 2,50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노동
인력은 약 33%를 차지한다.13) 한편 이란은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실업률은 이란 정부가 2009년 공식적으로
발표한 13%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총 7,600만
인구의 약 2/3 이상이 30세 미만인데, 300만 명의 실업인구 중
250만 명이 30세 미만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이며, 2008년
기준 총 실업인구의 15% 이상이 대졸자로 알려져 있다.
이란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법은 이란 노동법(Labor Law)으
로 고용계약, 근로시간, 휴가, 산재보상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노동법상 최대 근로시간
은 1일당 8시간, 1주당 44시간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당 수당의 1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 노동법은
고용계약 내용에 직종, 기본급, 추가급여, 노동시간, 휴가, 휴일,
수습기간, 고용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며, 최대 수습기
간은 신입직에는 1개월, 경력직에는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이 이란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허

13) CIA World Factbook.

46｜이란의 주요 산업

가(work permit)를 먼저 취득하고 매년 이를 연장 혹은 갱신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고용자는 반드시 이슬람 노동
위원회(Islamic Labor Council) 혹은 노동위원회(Labor Discretionary
Board)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피고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용자에게 귀책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해
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은 이란 고등노동위원회(Supreme
Labor Council)가 정하는데, 2010년 이란 최저임금은 월 300달러
(연 3,636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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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산업
1/
2/
3/
4/

산업 개황

주요 육성정책
부문별 동향

외국기업의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산업 개황

이

란은 1959년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2005년 연산 100만 대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중동 최대

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현재 이
란에는 25개의 자동차 회사 및 1,200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가 활동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6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고 있다.14) 이란 자동차산업은 특히 국영 자동차 회사를 중심
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3대 국영 자동차회사(Iran Khodro, Saipa,
Pars Khodro)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이란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140만 대 이상의 자동차
14) SAPCO(2011), “Market entry through mutual co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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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승용차가 83.7%, 픽업이 13.2%,
트럭이 2.1%, SUV 및 버스 등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승
용차 중에서는 기아 프라이드(이란 현지화 모델명은 NASIM/SABA)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Peugeot, Samad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산업은 대부분 외국 자동차 모델을 현지 조립생
산(CKD: Complete Knocked Down) 하는 라이선스 조립생산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소비 감소로 인한 판매부진을 만
회하기 위해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다.15) 이란 정부의 자국 자
동차산업 보호정책은 외국기업들의 현지 합작생산 투자를 촉진
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면 국내 제조 부품의 품질
저하 등 이란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도 평가된다.

15) CKD(Completely Knock Down)는 기계류 부품을 수입해서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
는 방식을 이르는 것으로, 특히 반제품조립을 의미하는 SKD(Semi Knock Down)
와 구분하여 기계를 완전히 해체하여 수입하고 수송된 부품을 목적지에서 조
립, 완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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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육성정책

이

란은 2025년까지 세계 제11위, 아시아 제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를 위해 2013년

까지 250만 대(승용차 226만 대, 상용차 24만 대)의 자동차 생산
을 목표로 하고 있다.16)

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통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이란은 1990년대 이후 탈석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산
업을 국가 최우선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보
16) just-auto.com; BMI(2010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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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완성
차 수입을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현지 합작투자 생산을 유도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달을 꾀하였다.
1995~2004년까지 이란 정부는 완제품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
하였으며, 2005년 수입이 개시된 이후에도 완성차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이란은 자국 업계의 보호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에 생산된 승용차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이란 의회
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 촉진을 통한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3월 완성차(CBU: Complete Built Unit)에 대한 수입관세
를 9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 보호를 주장하는 업계와 최고지도자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관세율은 90%로 원상 복귀되었다.17)
또한 2010년 9월 이란 광공업부는 국내 상용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버스와 미니버스를 포함한 상용차 완제품 수입을 금지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란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역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 2010년 3월 이란 의회는 자동차 수입관세를 기존 9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하였는데, 이 방안은 2010년 4월 20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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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수입은 자국 부품의 품질이 매우 낮거나 생산되
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차량용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시스템 보급 확대

이란은 높은 휘발유 수입 의존도와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신연료 엔진 개발을 자동차산업의 주요 현안
으로 다루고 있다. 이란은 국내 정제유 수요의 40%를 수입에 의
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는 대이란 정제유 수출 및 이란 정유부문에 대한 투자를 규
제하고 있어, 이란 정부는 국내 정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란은 러시아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국으로 풍부한 가스자원을 활용
한 휘발유 및 가스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dual-fuel) 차량 및 천연가스 차량(NGV: Natual Gas Vehicle) 확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스연료 사용은 휘발유 소
비를 낮출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및 연료 보조금 지출 감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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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2001년 이란 석유부 산하기관인 IFCO(Iranian Fuel
Conservation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CNG 개발 연구 및 CNG
차량 제조업체와 충전소 등 CNG 인프라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란 내 CNG 차량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란 내에서 운영 중인 CNG 차량은 2007년 31만 5,000대
에서 2008년 100만 대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50만 대 이상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코드로(IKCO: Iran Khodro)는 2010년
한 해 동안 12만 5,000개의 CNG 엔진을 생산하여 Samand 모델과
Peugeot 405에 장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휘발유 차량의 CNG 차량으로의 전환 역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2008년 이란에서 OEM으로 생산된 차량 100만 대 중
33만 2,000대가 이중연료 차량(bi-fuel NGV)으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해 IKCO는 하이브리드 버스(hybrid bus)를 생산하였다. 이
란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휘발유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비자 부담금은 약 50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란은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위해 압축가스 충전소 설
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이란 170개 이상
의 도시에 1,300개의 CNG 충전소가 영업 중인데, 이란 석유부
는 2011년 3월까지 1,800개의 신규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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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바 있다. 현재 CNG 연료는 이란 총 연료 사용량의 2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는 2020년까지 천연가스(NGV)
연료 비중을 46~70%까지 확대하고 2,950~4,500개 충전소를 설
치한다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18) 또한 이란 정부는 CNG 충
전소 설치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자가 CNG 충전소 설치에 따른
이득을 얻지 못할 경우 각 충전소당 6억 리얄(약 6,000만 원)까
지 해당하는 장비를 무상 지급할 계획이다.

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질개선

이란 자동차산업은 만성적인 품질관리 문제를 겪어왔는데,
2010년 현재 이란 품질규격인증을 획득한 부품 생산업체는 50%
미만이다. 이란 국영품질검사회사(ISQCC: Ir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Company)는 2005년 12월 부품완전조립(CKD: Completely
Knock Down) 및 반제품조립(SKD: Semi-Knocked Down) 방식 형
태로 생산된 자동차에 비해 국산화 비율이 높은 자동차에서 더
많은 결함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국산화 비율이 높은
Pride 및 Peugeot RD에서는 대당 평균 500개 이상, Samand에서

18) KOTRA(2009), ｢[정책] 이란, CNG 혁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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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당 300개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자동차 품질향상을 위한 법
안이 이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이란 광공업부
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요소(품질, 표준, 연료소비, 오염도, 안
전, A/S 서비스, 판매망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승인받은 차량만이 등록 및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엔진용량 대비 연료소비 표시, 사고대비
차체안전 표시, 에어백 설치, ABS, 환경오염(EURO 3), 미등, 전
조등 표준, 평균수명, 안전벨트, 타이어, 차량소음 등 55개의 표
준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품질등급 분류를 둘러싼 이란 자동차
제조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 사이의 의견차이 등 세부적 문제들
로 인하여 이 법안의 시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라. 민영화

2006년 7월 이란 정부는 신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국영
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란 최대 자동차 회사인
Iran Khodro(IKCO)와 Saipa 역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란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08년 3월까지 정부가 보유한 두 회사
의 지분 약 40%를 모두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IKC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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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a의 유동성 부족 및 품질개선 문제로 양사의 주식매각 계획
은 연기되었다.19) 이 가운데 최근 이란 민영화 기구(Iran
Privatization Organization)는 2010년까지 기업공개를 통해 IKCO
와 Saipa 주식의 각각 37%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
그러나 양사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이란산업개발혁신
기구(IDRO: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의 미온적 태도 및 외국계 자본의 이란 국영 자동차회사 인
수에 대한 반대여론 등으로 이란 자동차산업의 민영화는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전문 전망기관인 BMI는 주식
매각보다는 국내기관 및 계열사의 인수를 통한 민영화가 될 가
능성이 높아 외국 자동차 메이저들의 기술이전 등 민영화에 따
르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1)

19) 특히 IKCO(Iran Khodro)는 수익성 없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채가 90억 달러
이상(자산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 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IKCO의 주식이 매각된 후에 지원될 예정이다.
20) BMI(2010a), p. 33.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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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 전문가 인터뷰

바흐만 그룹(BAHMAN INDUSTRIAL GROUP) Sales Manager Mrs. Gohari
이란 자동차산업의 주요 문제는 정부 중심의 산업구조다. IKCO(Iran Khodro)
와 Saipa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다른 민간기업들은 요구할 수 없다. 정부
의 보호 및 특혜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로 성장한 이들 기업들은
심각한 품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저품질의
자동차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차 관세를 낮추는 법안이 폐지된 해
프닝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산 자동차가 수입 자동차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
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양대 국영 자동차 기업인 IKCO(Iran
Khodro)와 Saipa의 민영화에 대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민영화 시작 단계부
터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지 표면적인 이양에 그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민영화는 이들
기업의 재정 및 경영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 역시 민영화에 따른 영향을 상당 수준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란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란의 자
동차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경제제재로 인한 부작용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제재로 이란의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당장에는 다소 제한을 받을 수 있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산업의 비중 및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다.
...(중략) 이란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한국산 제품은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가격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란은 분명히 기아와 현대의 완성차 및 조립제품뿐 아니라 여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좋은 판매처가 될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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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및 판매

이란은 2010년 3월 기준 전년대비 9.4% 증가한 약 14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이 중 승용차가 83.5%, 픽업이 13.2%, 트
럭이 2.3%, 기타 차량이 1.1%를 차지한다. 자동차 판매는 2010년
기준 약 120만 대 내외로 추정되며, 현지 생산 자동차 비중이
9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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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Ⅲ-1 차종별 생산 현황(2009. 3~2010. 3)

차종

생산대수(대)

승용차

비중(%)

1,186,150

83.5

픽업

187,337

13.2

트럭

32,082

2.3

SUV

8,517

0.6

미니버스

2,347

0.2

버스

3,718

0.3

VAN

0

0.0

합계

1,420,151

100.0

주: 1) 이란 회계연도에 따름.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1) 승용차

이란 승용차 시장의 절대적인 공급처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
로, 다양한 저가제품 모델을 생산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IKCO와 Saipa는 이란 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1, 2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IKCO가 줄곧 업계 1위를 차지하였
으나, 2008년 Saipa 그룹이 총 생산의 51.3%(Saipa 29.5%, Pars
Khodro 22.7%)를 차지하여 IKCO의 점유율(46.4%)을 앞지른 것
으로 나타났다. IKCO는 2009/10년 기준 전년대비 14% 증가한
56만여 대를 생산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Saipa는 33만여 대, Pars
Khodro는 28만여 대를 생산하였다. 특히 Rayn 사는 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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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73% 증가한 5,200여 대를 생산하여 가장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였다.

1)

표 Ⅲ-2 기업별 승용차 생산 동향(2008~09년)

연
회사명

2008

도
성장률

2009

(%)

생산대수(대) 점유율(%) 생산대수(대) 점유율(%)
IKCO

490,742

46.4

559,391

47.2

14

Saipa

311,997

29.5

328,159

27.7

5

Pars Khodro

239,735

22.7

279,617

23.6

17

Bahman Group

6,944

0.7

7,221

0.6

4

Rayn

3,026

0.3

5,223

0.4

73

Modiran

1,559

0.1

2,121

0.2

36

Kerman Motors

1,777

0.2

1,529

0.1

-14

Pars Topco

0

0.0

1,306

0.1

-

Khodro Toos

0

0.0

834

0.1

-

1,276

0.1

719

0.1

-44

22

0.0

30

0.0

36

627

0.1

0

0.0

-100

1,057,705

100

1,186,150

100

12

Bam Auto Makers
Bonro
Zagros Khodro
합

계

주: 1) 이란 회계연도에 따름.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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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란의 자동차 판매량은 60만여 대의 자동차를 판매
한 Saipa 그룹이 선두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IKCO가 53만
여 대를 판매하여 양 기업이 총 판매량의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수입차량의 판매량은 약 3만 6,000여 대로 총 판매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 주요 기업별 자동차 판매량(2009년)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국내 주요 승용차 모델별 생산 비중을 보면, 2009년 기준 Kia
Pride(이란 현지화 모델명은 NASIM/SABA)가 51만 8,310대로 총
승용차 생산의 약 44%를 차지하였으며, Peugeot 405(15%), Peugeot
207(10%), Peugeot 206(9%), Samand(9%)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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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Pride는 평균 공급가 약 7,700달러로, 저소득층을 주요
소비층으로 하여 이란 승용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석권하였다.

표 Ⅲ-3 주요 승용차 모델별 생산 현황(2009년)

모델명

회사명

생산대수(대)

NASIM/SABA

Saipa

296,591

NASIM/SABA

Pars Khodro

221,719

Peugeot 405 INJ Iran Khodro

174,610

Peugeot 207

Iran Khodro

114,985

Peugeot 206

Iran Khodro

110,996

Samand

Iran Khodro

105,356

기

타

161,893

총

계

1,186,150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2) 상용차
이란 상용차 시장은 IKCO와 Saipa의 자회사인 Iran Khodro
Diesel과 Saipa Diesel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란 상용차 시장에서
는 부품조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IKCO와 Saipa를
통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실시된 바 있다. IKCO는 1999년에
Mercedes Benz 버스 및 트럭을 생산하던 Khavar Industrial Group
을 합병하여 IKCO Diesel을 설립하였으며, Saipa는 밴(van)과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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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버스를 생산하던 Zamyad와 트럭 제조회사인 Kaveh Khodro를
합병하였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트럭 및 버스를 포함한 연간 상용차 생
산량은 22만 5,484대로, 총 차량 생산의 15.8%를 차지하였다. 차
종별로는 픽업이 18만 7,337대, 트럭과 대형트럭(camion)은 각각
1만 612대와 2만 1,470대가 생산되었으며, 버스와 미니버스는
각각 3,718대와 2,347대가 생산되었다. 제조사별로는 트럭의 경
우 Bahman Group(1만 1,393대), Iran Khodro Diesel(8,467대), Saipa
Diesel(6,997대) 순으로 생산을 하였으며, 버스의 경우 Iran Khodro
Diesel(3,892대), Oghab Afshan(Scania)(688대), Zamyad(Saipa Group)
(465대) 순으로 생산하였다.

표 Ⅲ-4 기업별 트럭 및 대형트럭 생산 현황(2009년)
(단위: 대)
Bahman
Group
트

Iran
Khodro
Diesel

Saipa
Diesel

Karizan
Khodro

Aras
Khodro
Diesel

Zamyad

Rakhsh
Khodro
Diesel

합계

럭

0

5,692

2,229

1,544

645

321

181

10,612

대형트럭
(Camion)

11,393

2,775

4,768

1,961

573

0

0

21,470

합

계

11,393

8,467

6,997

3,505

1,218

321

181

32,082

비

율

35.5%

26.4%

21.8%

10.9%

3.8%

1.0%

0.6%

100.0%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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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기업별 버스 및 미니버스 생산 현황(2009년)
(단위: 대)
Iran
Khodro
Diesel

Oghab
Afshan
(Scania)

Zamyad
(Saipa
Group)

Shahab
Khodro

Raniran

Sero
Safar
Rakhsh

Pishro
Yadak

합계

버스

1,745

688

265

415

364

207

34

3,718

미니버스

2,147

0

200

0

0

0

0

2,347

합계

3,892

688

465

415

364

207

34

6,065

비율

64.2%

11.3%

7.7%

6.8%

6.0%

3.4%

0.6%

100.0%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한편 이란 정부는 2009년 정부 대출 및 보조금을 대거 투입하
는 구형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 대규모 교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2010년 이란 광공업부는 이 계획에 따른 국내 상
용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와 미니버스를 포함한 상용차
완제품(CBU) 수입 금지를 결정하였다.22) 상용차 교체 계획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너지 효율화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것으로, 2010년 현재 이란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용차 중 차령이 25년 이상 된 버스(미니버스 포함)와 트럭의
비중은 각각 15.9%, 33.1%에 달한다.23)

22) KOTRA(2010), ｢이란, 상용차 완제품 수입 금지｣.
23) Iran Road Maintenance & Transport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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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입

자동차 수출입에 관한 이란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불가능하나,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008년 이란의 자동
차 수출규모는 전체 생산의 약 4%에 달하는 4만여 대로 추정된
다.24) 이는 전년대비 수출대수로는 48%, 수출액으로는 26% 증
가된 수치며, 주요 수출 국가는 이라크(3만 3,000대), 터키(4,000대),
이집트(1,500대) 등이다. 산업전문 전망기관인 BMI는 이란의 자
동차 수출 규모를 2008년 4만 6,000대, 2009년 3만 6,000대로 발
표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6년 이란의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약 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UAE다.
이란은 향후 20년 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규모를 전
체 수출 목표액의 약 30%에 달하는 8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질
개선 문제와 개발도상국으로 제한된 수출시장, 대이란 경제제재
등으로 목표달성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009년 이란은 약 3만 3,000대의 완성차를 수입한 것으로 추

24) 이란 회계연도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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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이란의 기아․현대 자동차 독점 수입업체인 Gerami
Business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수입 국가는 한국(61%,
20만 대), 일본(27%, 9만 대), 독일(6%, 2만 대), 프랑스(4%, 1만
3,000대) 순이다. 한편 완전조립품(CKD)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34%), 일본(21%), 스웨덴(7%), 중국(6%), 한국(5%) 순으로,25) 프
랑스산 완성차 비중은 매우 적으나 이란에서 가장 많이 생산․
조립되는 외국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 차량임을 알 수 있다.
이란 현지 보도에 따르면, CKD 수입물량은 2009년 3월 기준 약
20만 톤으로 27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2 완성차(CBU) 및 완전조립품(CKD) 수입국 비중 비교(2009년)

자료: Gerami Business Group; World Trade Atlas(2010) 및 현지 언론 종합.

25) World Trade Atla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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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기업의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동향

1) 개 황

이란은 국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완성차 수입을 엄격
히 제한하고 있으나, 기술부족으로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방식을 통하여 현지 생산하
고 있다. 이란은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
국 자동차 모델의 현지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외국 브랜드의
대표적인 현지화 성공사례로는 프랑스 Peugeot 사의 모델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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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Samand를 들 수 있다.
현재 이란 자동차 제조사들은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생산․조
립 라이선스 협약, CKD 방식 등을 통하여 외국 브랜드 자동차
를 생산하고 있으며, Kia, Peugeot, Renault, Nissan, Volkswagen,
Hyundai Motors, Citroen, Suzuki, Mazda, Isuzu, MAN, Scania,
Volvo, Lifan, Camas 등이 이란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Pride(2009년 기준 승용차 시장 점
유율 44%)는 한국 기아자동차의 모델로, 이란은 한국에서 Pride
생산이 중단된 후 Pride 생산설비를 들여와 NASSIM/SABA 모델
명으로 생산하고 있다. 기아는 최근까지 Rio를 OEM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그 외, Peugeot는 IKCO와 다수의 모델, Renault는
IKCO 및 Pars Khodro와 Tondar 90 모델을 합작 생산하고 있다.
Nissan은 Pars Khodro와 Maxima 및 Roniz와 Pickup을, Volkswagen
은 Bam Khodro와 Gol을, Citroen은 Xantia를 생산하는 등, 다양
한 외국 브랜드 차량이 현지 기업을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되
고 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 자동차 기업들의 이란 상용차 시장에 대
한 투자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IKCO는 2002년 러시아 GAZ로
부터 500여 가지의 SKD 부품 및 7종류의 트럭 생산라인을 들여
왔으며, 2007년 Bahman Group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Bog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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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버스 생산라인 설립에 합의하였다. 2007년 5월 이란 Rakhsh
Khodro Diesel은 러시아 트럭회사인 Kamaz와 약 3억 달러 규모
의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매년 약 3,000대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20%는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
스탄, 시리아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성공사례: Peugeot

2009년 IKCO는 Peugeot 차량(모델명 203/Pars/Roa/206Sedan/
405)을 총 44만 7,991대 생산했다. 이는 IKCO(Iran Khodro) 총
생산의 약 80%, 이란 승용차 시장의 37.7%를 차지하는 규모다.
프랑스의 Peugeot-Citroen은 1977년 Iran Khodro의 전신인 Iranian
Automobile 사와 1981년까지 연간 10만 대의 Peugeot 차량을 생산
하는 4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란 시장에의 Peugeot
신모델 도입은 대성공이었다. 1988년에는 Peugeot 405 모델 계
약이, 1998년에는 Peugeot 206 해치백(hatchback) 모델 계약이 체
결되었으며, 2005년에는 Peugeot 206 세단 모델의 합작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란에 처음 선보인 Peugeot 405와 206 모델은 국
내시장에서 매출이 급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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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주요 Peugeot 자동차 모델

Peugeot 405(1990년 출시)

Peugeot 206(2001년 출시)

Peugeot 405 RD(1990년 출시)

Peugeot 405 FACE LIFT(2000년 출시)

1977년부터 이어진 Peugeot의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Peugeot의 IKCO에 대한 투자는 1998년 생산 라이선싱
에서 2005년 국내 및 역내 시장을 목표로 한 신상품 합작개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양 사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현
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디자인 및 개발, 디젤엔진을 장착한 신
제품 도입, 저탄소 배출기술 개발 및 연료절감 신기술 도입,
CNG 기술연구소 합작 설립, Peugeot 완성차량 판매 및 AS 합작
기업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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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IKCO는 저연료 소비 자동차인 Peugeot 207i(프랑
스 모델명 207)를 선보였다. Peugeot 207i의 부품 국산화 비율은
60%로, 일일 200대가 생산되고 있다. 향후 Peugeot는 이 모델의
대량생산을 위해 생산라인 교체비용의 50%를 부담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15,000~20,000대의 207i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실패사례: Nissan Motors

Nissan 자동차는 현재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이
란,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란에
서는 1974년 Zamyad의 Nissan의 픽업트럭 조립생산 라이선스
획득을 기점으로 생산이 시작되었다. 1985년 Saipa는 Nissan
LUV(Junior Light Utility Vehicles)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Saipa와 합병된 Pars Khodro는 Nissan Safari AT를 출시하였다.
2000년 Pars Khodro는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15%로 하는
Maxima 조립 생산라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부터 Roniz
SUV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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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주요 Nissan 자동차 모델

Maxima

Roniz

Pickup

Zamyad-NISSAN Z24 LX

그러나 최근 이란 시장에서 Nissan 차량의 점유율은 지속적으
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0년 3월 기준 Nissan의 차량 생산
량은 4만 7,698대로 이란 국내 총 차량 생산량의 3.4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45%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특히
Zamyad의 Nissan Pickup CNG는 2009/10년 동안 전년대비 64.3%
감소한 1만 8,351대가 생산되어 가장 급격한 생산량 감소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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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이란 내 NISSAN 차량 생산 추이(2007~09년)
(단위 : 대)

회사명

모델명

2007

2008

2009

Nissan pickup

4,564

3,633

2,829

RONIZ

1,486

1,771

1,005

MAXIMA

2,090

2,666

3,336

Nissan Pickup

22,201

15,009

22,177

Nissan pickup CNG

33,027

51,434

18,351

Nissan 총 차량 생산량

63,368

74,513

47,698

Nissan/국내 총 차량생산

5.67%

5.92%

3.47%

Pars
Khodro

ZAMYAD

자료: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Nissan이 이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Nissan 차량의 부품 현지화 비율이 경쟁업체보
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자국 산업 보호정책
의 특혜를 받는 국영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한 가격이 비
싼 수입부품 사용으로 인하여 자동차 구매 시 품질보다 가격이
결정요인인 이란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나. 선도기업 현황

이란 자동차산업의 양대 산맥은 국영기업인 IKCO 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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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a 그룹이다. 두 그룹은 주력사업인 승용차 제조 외에도 여러
개의 상용차 제조사와 자동차 부품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표 Ⅲ-7 주요 자동차 기업의 매출액 비교(2008년)

회사명

매출액(달러)

비

고

Iran Khodro

9,848,548,000

Peugeot 등 승용차 제조

Saipa

6,818,675,580

Pride/Xantia/Rio 등 승용차 제조

SAPCO

5,209,421,349

IranKhodro 계열 자동차 부품사

2,184,249,008

Saipa 계열 자동차 부품사

Mega Motor

1,503,446,835

Saipa 계열 자동차 부품사

Iran Khodro
Khorasan

1,351,577,188

IranKhodro 계열 자동차 부품사

Iran Khodro
diesel

1,276,269,062

IranKhodro 계열 미니버스(현대 Chorus),
트럭(BENZ, 현대 Mighty) 등 상용차 제조

Pars Khodro

876,853,980

Pride/Nissan/Renault 등 Saipa 계열 승용차 제조

816,168,790

승용차(Mazda) 및 상용차(ISUZU 트럭) 제조

Zamyad

643,513,683

Saipa 계열 상용차(미니버스/트럭) 제조

Saipa diesel

634,008,774

Saipa 계열 트럭(VOLVO) 등 상용차 제조

ISACO

468,769,584

Iran Khodro 계열 자동차 부품사

IAPCO

324,733,654

Iran Khodro 계열 자동차 부품사

Sazeh
Gostar Saipa

Bahman
Group

자료: Sazeh Gostar Sa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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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코드로(IKCO: Iran Khodro)

1963년 3월 설립된 IKCO는 이란 최대의 국영 자동차 제조사
이자26) 이란 최대의 산업 그룹이다. 또한 중동, 중앙아시아, 북
아프리카를 통틀어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로서, 2008년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30개 자동차 제조사 중 16위를 기록하
고 있다.
IKCO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이란 자동차 시장의 44.3%, 승
용차 시장의 47.2%를 점유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자동차 생산량 증가율은 연평균 23%로, 2009년 3월
기준 매출액은 약 98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5년 IKCO의 오랜 주력 모델이었던 Paykan의 생산이 중단
된 후, 현재 Peugeot 405, Peugeot 206, Samand 등이 IKCO의 주
력 생산 모델이 되고 있다. Peugeot 405 모델의 국산화율은 80%
에 이르며, 206 모델은 Peugeot 사로부터 CKD 형태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Samand는 푸조 405를 변형하여 이란 자체 모델
에 가깝게 2002년부터 생산되고 있다.

26) IKCO는 줄곧 업계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Saipa 그룹이 총 생산의 51.3%를
차지하여 IKCO의 점유율(46.4%)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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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Iran Khodro(IKCO)의 주요 승용차 모델

Samand
(2002년 출시)

Samand Soren
(2007년 출시)

IKCO는 2009년 39개국에 전체 생산량의 9.8%에 해당하는
5만 5,000대의 차량을 수출하였다. 주력 모델인 Soren은 Samand
의 수출 모델로,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최근 동유럽 및 CIS 국
가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IKCO는 특히 시리아
및 아랍 걸프지역 자동차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다는 목표
하에 해외 생산라인의 지속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IKCO는
현재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세네갈, 이집트, 베트남,
중국에도 생산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IKCO는 정부
가 우측 핸들 자동차 생산을 승인하는 대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이미 Peugeot 사와 우측 핸들 차량 생산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의 Tata Motors와 협력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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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IKCO는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 및 2016년까지 60만 대 이상의 자
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Ⅲ-6 Iran Khodro 그룹 구조

자료: SAPCO.

글상자 8 전문가 인터뷰

IKCO(Iran Khodro) Marketing Manager Mr. Taheri
이란 자동차산업은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이란 자
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재정 및 경영난 악화로 국내 제조업자들의 신규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
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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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8 계속

둘째, 국내 고소득층이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선호함에 따라 중․고급형 국산
차량의 판매가 저해되고 있다.
셋째, 국산 자동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자동차 제조
업체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정 준수 시한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이 추세가 계
속된다면, 많은 국내 제조업자들이 국내 생산보다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
입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중략) 외국기업과의 협력 방안으로는, 국내 자동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노하우 전수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 IKCO(Iran Khodro)는
Peugeot와 브랜드 합작사업을 시도하였고, 이 브랜드가 이란 시장을 이끌게
되었다. 한국의 기아 Pride는 IKCO의 Paykan이 단종된 후 이란 자동차 시
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IKCO가 프라이드 수준의 저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란 시장에서 품질과 브랜드 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다. 최근 이란 내에 자동차 품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품질관리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들은 한국 제
품과의 품질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하 생략)

2) 사이파(Saipa)

IKCO와 함께 이란 최대의 국영 자동차 회사인 Saipa 그룹은
1966년 Saipa Iranian Automotive Co.로 설립되었다. Saipa는 1992년
기아 자동차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Pride 모델 생산을 시작하
여 2002~05년까지 Pride 141(Saipa 141, 141 DLX)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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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기아로부터 라이선스를 넘겨 받은 Saipa는 현재
Pride의 이란 브랜드인 Saipa Saba GLXi와 Saipa Nasim DMi를 주력
모델로 자체 생산하고 있다.
Saipa 그룹은 오랫동안 IKCO(Iran Khodro)에 이은 제2위의 자
동차 회사였으나, 최근 기아 Pride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009년

그림 Ⅲ-7 Saipa의 주요 승용차 모델

Saipa Saba GLXi

Saipa Nasim DMi

Saipa 141 DLX

Saipa 141

시장점유율 51.3%로 IKCO를 앞섰다. 최근 5년 동안 Pride 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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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9%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9년 3월 기준 연간 생산량
51만 8,310대로 이란 총 승용차 생산규모의 44%를 차지하였다.
2010년 3월 기준 Saipa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60만 7,776대로, 아
제르바이잔,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수단 등지로 수출하고 있
다. Saipa 그룹은 1990년대 Iran Kaveh(현재는 Saipa DIESEL로 개
명)와 Zamyad를 인수하였으며, Pars Khodro 주식의 대부분을 보
유하고 있다. Saipa의 자회사인 Zamyad는 6만 7,000대의 트럭,
밴, 버스를 생산하는 이란 최대의 트럭 생산회사다.

그림 Ⅲ-8 Saipa 그룹 구조

자료: Sazeh Gostar Sa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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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이

란은 2013년까지 250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이란의 기아․현대 자동차 독점 수입업체인

Gerami Business Group27)은 2011년 이란의 총 자동차 생산량이
약 19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
는 연료 효율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상용차 교체 및
천연가스 차량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어, 특히 상용차와 가스
연료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유럽으로부터의 주요 자동차 부
품 및 원료 수입을 축소시켜 이란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27) www.atlaskhod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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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Toyota와 Daimler는 이란에 자동
차 수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Daimler의 경우 2010년 4
월에 Iranian Diesel Engine Manufacturing 지분 30%를 매각한 바
있다. 이란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
되는 자동차 부품의 규격미달 문제로, 부품 현지화 비율이 높은
자동차일수록 결함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IKCO와
Saipa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는 두 회사뿐 아니라
부품 하청업체에도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자국 경제발전의 척도로
인식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을 중시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불리
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특히 경제제재로 인하여 국
내 자동차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0년 5월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Kashan 자동차 공
장을 건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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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9 이란의 자동차산업 SWOT 분석

Strengths
·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
· 외국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및 제휴로 다양하고 새로운 자동차 모델 생산

Weaknesses
· 정부의 지나친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정책
· 미국의 통상제재로 미국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이란 진출 감소 예상
·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한계로 수입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IKCO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유동성 문제(이란 정부의 구제금융 제공)
Opportunities
· 완성차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향후 대이란 자동차 수출 증가
예상
· 이란 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아웃소싱
증가가 예상됨
· 노후화된 상용차 폐차 계획(10억 달러 예산 지원)은 상용차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임
Threats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통상 규제는 이란의 자동차 부품
수입,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대중동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정치적 불안정성은 이란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

자료: BMI(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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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력산업
1/
2/
3/
4/

산업 개황

주요 육성정책
부문별 동향

외국기업의 진출환경 및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산업 개황

이

란의 전력산업은 이란 정부의 민영화 노력에도 불구하
고 이란전력공사(Tavanir)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이란 에너지부 산하 Tavanir는 발전뿐 아니라 송전 부문 역시 관
할하고 있으며, Tavanir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이란전력개발회
사(IPDC: Iran Power Development Company)가 발전소 건설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이란의 총 명목발전용량(nominal capacity)28)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52,944MW에 달하였으며, 전력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143GWh를 기록하였다. 1인당 발전용량
28) 실제발전용량(real capacity)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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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력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5.9%, 3.8% 증가한 738W,
2,987kWh이며,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1.2%였다. 한편 전기에
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2008년 기준 총 전력 소비량 및 1인당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161,085GWh, 2,800kW다. 이란전력
공사에 의하면 대도시 외 지역 인구의 95%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란의 발전은 화력발전(85.4%) 및 수력발전(14.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으로 증기
및 가스터빈 발전이 이란 전력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글상자 10 전문가 인터뷰

이란전력산업연합(IEIS: Iran Electrical Industry Syndicate)
사무총장 Mr. Salehi
(생략) 이슬람 혁명 이전의 이란 전력산업은 전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이란 정부가 전력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Siemens, Alstom, ABB, Schneidr와 같은 유럽 기업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유럽과의 이러한 경제협력 체제는 최근 제재로 인해 점
점 약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유럽 회사들의 진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유럽 기업이 이란 시장을 떠남에 따라 아시아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
다. 이란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적 기업들
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이란
전력시장에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란은 중국보다는 질적 ․ 기술적인 면
에서 수준이 더 높은 한국 기업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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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0 계속

...(중략) 이란 전력산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매우 큰 분야이며, 발전과 송
전, 배전의 대부분을 국영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란 정부는 현재 27%에 그치고 있는 발전 분야의 민간부문 비중을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이란의 연간 전력수요는 8%씩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
능력은 5,000MW씩 증가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유압식 터빈 생산에 80%
이상, 가스터빈 생산에 90% 이상의 자급력을 확보하였으며, 수년 내에 발전
기술 생산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력,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011년까지 53,000MW의 설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은 점점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
전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천연가스 사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및 전력사업자의 파이낸싱을 통한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
으며, 수력과 원자력 발전의 생산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생산의 원천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조력발전의 잠재력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페르시아 만의 파력은 최소한 6,150MW의 발
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바이오매스 및 국내 쓰레기,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실험 역시 진행 중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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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육성정책

이

란은 국내 전력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전기에너지의 원
활한 보급을 위해 전력 손실률 감소, 발전 효율성 증가

및 부하관리(load management)를 전력산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 기존 발전설비능력 및 전력
부문의 기술향상, 투자확대를 통한 발전비용의 최적화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란은 2014년까지 2008년 발전용량에서 55,906MW
증가된 총 108,85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중 35,447MW는 B.O.O.(Built, Own, Operate) 및 B.O.T.
(Built, Own, Transfer) 방식을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충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2｜이란의 주요 산업

글상자 11 이란 전력산업의 주요 목표

1. 가스터빈 기술력 제고 및 관련 기자재의 국내 제조를 통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촉진
2. Siah-Bisheh에 건설 중인 첫 번째 양수(pump storage) 발전소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수력발전소 건설 완공
3. 발전시스템의 회전 예비용량(spin reserve capacity) 증가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전기에너지 cut index 최소화
4. B.O.O. 및 B.O.T. 방식의 발전소 건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경쟁력 제고
5. 발전 및 배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 및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가. 민간투자 유치

이란 정부는 민간기업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B.O.O.29)
및 B.O.T.30) 방식으로 민간부문에 의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B.O.T. 계약방식은 투자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15~20년
간 이를 운영한 다음 이란 전력부에 발전소의 소유권을 넘겨주
는 방식이다. 이란은 Bandar Abbas, Shaid Rajai, Alborz, Ramin,
29)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Operate)하는 방식임. 즉 선(先)투자, 후(後)회수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SOC)의 건설자금 조달 운용기법이다.
30)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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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man 지역에 B.O.T.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 및 증설하는 프
로젝트에 대해 외국 에너지 기업들과 협상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6월 B.O.T. 방식으로 건설된 첫 번째 발전소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스파한 남부에 위치한 이 Chehelsotun 발전소는
950MW 규모의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Iranian investment
house인 IHAG와 이란 발전소 계약사업자인 MAPNA에 의해 50
대 50 합작투자로 건설되었다. B.O.T. 방식과 함께, 이란은
2GW 규모의 Zanjan 1-4 민간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lant) 프로젝트를 B.O.O. 방식으로 추진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민간기업에 의한 총 33,007MW 규모의 50여 개 발전소 건설 승
인이 이루어졌으며, 7,134MW에 달하는 발전소 에너지 전환
(convert energy)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은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금리, 환율
상의 인센티브와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최근 UN과 미국, EU
등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이란 전력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신규투
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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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영화

이란은 전력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전력 손실률 감소를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증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민영화
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영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이란의 전
력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공급단가는 낮지만 이에 따라
생산성 및 효율성 역시 낮아 에너지 및 자원의 손실이 많았다.
이에 이란 정부는 2008년 7월 10개의 발전소 민영화 계획을 발
표하였고, 2009년 3월에는 약 80개의 발전소를 민영화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개혁과 용량 증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 에너지 공급자들과 판매업자들 사이에
경쟁적이고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한
다. 둘째, 발전, 송전, 배전 비용을 분리하고 비용 및 관리를 투
명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낭비와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하여 전력 에너지의 최종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국제시장
에서의 이란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최종소비자에
게 여러 전력 공급자 중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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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여한다. 넷째, 독점 부문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
는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킨다. 다섯째, 사업 계약과 컨설팅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민간부
문의 협조와 국내 및 국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대책을 준비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이란은 OPEC 내 2위의 원유 수출국이지만 향후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신재생에너
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현재 설치된
전력 송배전망의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문제로 이란 남부를 중
심으로 한 지방 소도시까지 전력공급을 할 때 상당량의 누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이란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추진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를 충당하
려는 것이다.
이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SUNA(영문명:
Iran Organization for New Energies)를 설립하여 이로 하여금 신
재생에너지원 분야의 기술적 노하우를 개발하고, 최신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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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이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하여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국매가격을 기존
kW당 620리얄(약 6.3센트)에서 1,241리얄(약 12.5센트)로 인상하
는 방안을 발표하였다.31)
한편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풍력․
지열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수력 및 풍력 발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란은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력․풍력 발전을 위주로 약 2,0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향후 5년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이란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
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최근 이란 전력부의 발표에
따르면 풍력 터빈과 600MW에 달하는 바이오매스 시스템 구축
계약이 민간기업과 체결되었다고 한다.32)

31) KOTRA(2010), ｢[정책] 이란, 풍력발전사업 개발에 박차｣.
32) KOTR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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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2 IT 전문가 인터뷰

Iran Bargh System Company Sales Manager Mr. Vahdati
(생략) 이란 전력산업의 현안 중 하나는 민영화로, 이란 정부는 특히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민영화로 발전소 건설 파이낸싱 확
보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전기판매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란 전력산업의 또 다른 현안은 전력 소비가 해마다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발전용
량 증대, 효율성 제고 및 소비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현재
LED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등 소비증가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략) 최근 전력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전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 2009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전력 관련 전시회에는 한국전력(KEPCO)
및 몇몇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현재 한국 기업은 전력업계에서 인지도
가 높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2005년에 ‘Panorama Document’라고 불리는 20년 개발계획이 승
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의 전기수요가 2005년의 41GW에서 2024년
141GW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전체의 3.5%를 차
지할 것이라고 한다. 25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시라즈(Shiraz)에 1996~
2006년 건설되었다. 또한 467MW의 태양-가스-증기가 복합된 태양력 발전
소가 야즈드(Yazd)에서 건설되고 있다. 지열 발전 잠재력은 7,000~8,000MW
로 추정된다. 이란 북동쪽의 Meshkinshahr에서 100MW의 지열발전소를 외국
계약자가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략) 현지 언론은 정부의 국내 전력산업 계획이 일부 실패했다고 보도하
고 있지만, 이란의 인근 국가들은 이란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잠재 고객 리스트에 올라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란은 대부분의 인근 국가들과 전력을
교환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 대다수는 이란과의 전력교환 증진에 관심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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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2 계속

...(중략) 향후 정부의 보조금 개혁 계획이 실행되면 이란 에너지 시장에 많
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 폐지가 전기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정부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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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생 산

1) 발 전

2008년 총 3,532MW에 해당하는 23개의 신규 발전설비가 가동
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기준 이란의 명목발전용량(nominal capacity)
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52,944MW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전력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14.3TWh에 달하였다. 1인
당 발전용량 및 전력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5.9%, 3.8% 증
가한 738W, 2,987kWh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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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1인당 발전용량 및 전력생산 규모(2008년)

자료: Tavanir(2009), “Electric Power Industry in Iran.”

대부분의 발전설비는 이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총 발전
설비의 86.9%가 이란 전력부 소유이며, 나머지 13.1%는 민간부
문이 소유하고 있다. 이란의 전력생산 구성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화력발전이 전체의 8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
력발전과 풍력발전이 각각 14.5%, 0.1%로 뒤를 잇고 있다. 화력
발전은 발전용량별로 기력(汽力)발전 15,618MW(29.5%), 가스터
빈 발전 18,077MW(34.1%), 복합화력발전 1,106MW(20.9%)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33)

33) 총 발전설비 대비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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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발전 종류별 명목발전용량(2008년)
(단위: MW)

자료: Tavanir(2009), “Electric Power Industry in Iran.”

가) 화력발전
화력발전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매체로서 증기를 이용하는 기력(汽力)발전,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가스터빈 발전, 증기와 가스터빈
을 모두 이용하는 복합화력발전, 내연(內燃)기관(디젤기관)을 이용
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내연력발전으로 나뉜다.
이란 총 발전소의 29.5%가 기력발전(steam power plants) 형태로,
기력발전에 의한 발전용량 및 전력생산규모는 2008년 기준 각각
15,618MW, 97,201GWh이며, 역률(power factor)과 효율(efficiency)
은 각각 72.9%, 36.2%다. 기력발전에 따른 연료 소비는 천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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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가 167억 9,200만m , 가스오일(gas oil)이 700만 리터, 원료오일
(furnace oil)이 89억 1,100만 리터다.
가스터빈 발전(gas power plants)은 이란 총 발전형태의 34.1%
를 차지하는데, 2008년 기준 생산능력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8,077MW에 이른다. 가스터빈 발전은 저렴한 발전가격과 복합
화력발전으로의 전환의 용이성 및 주요 부품의 국내생산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가스터빈을 이용한 전력생산 규모는 54,911GWh이며, 역률
(power factor)과 효율(efficiency)34)은 각각 42.2%, 29.8%다. 가스
3

터빈 발전의 총 연료소비량은 천연가스가 152억 6,200만m , 가
스오일이 29억 7,000만 리터였다.
복합화력발전(combined cycle)은 천연가스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1차로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오
는 배기가스열을 다시 보일러에 통과시켜 증기를 생산하여 2차
로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 이란의 복합
가스발전 용량은 11,058MW로, 총 발전용량의 20.9%를 차지하
였다.
34) 역률과 효율은 모두 손실을 의미하나, 효율은 기계적 손실을 의미하며 역률은
전기적 손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하가 유도성(코일 등을 사용한 부하모터)이나 용량성(콘덴서, 방전관 등) 부하인 경우 전압,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
하는데, 이 위상차 값이 역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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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력발전에 이용되는 내연기관은 대부분 디젤기관이기 때
문에 내연력발전을 디젤발전이라고도 부르는데, 2008년 기준 이
란의 디젤발전 생산능력은 488MW로 이는 이란 총 발전용량의
0.9%에 해당한다. 디젤발전의 총 전력생산 규모는 204GWh이며,
가스오일 연료소비량은 5,900만 리터다.

나) 수력발전
2008년 250MW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MASJED SOULIMAN 수력
발전소 제8기가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2008년 기준 이란의 총
수력발전 용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7,672MW를 기록하였
다. 이는 총 발전설비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란 정부는
발전량 조절 용이,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 가능, 낮은 연료소비와
환경오염 절감, 발전의 중단 및 재개의 신속성, 낮은 유지보수
비용, 국내건설 가능 등의 장점 때문에 수력발전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기준 이란 수력발전 용량 및 역률은
각각 4,753GWh와 7.4%다.

다) 풍력발전
이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 산
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8년 Manjil, Dizbad,
Binalood 지역의 67MW급 풍력발전소 건설은 이란 풍력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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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풍력발전 용량은 63MW로 총
발전용량의 약 0.1%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생산 규모는 전년대
비 39% 증가한 196GWh를 기록하였다.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
면, 이란에 설치된 총 풍력터빈의 생산용량은 130MW로, 향후
약 600MW 용량의 풍력터빈 증설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500MW의 풍력 변환기를 수입하였다고 한다.

표 Ⅳ-1 이란의 주요 풍력발전 개발계획

사업자

지역

신규 설치용량

Tavanir

이란 전역

500MW

에너지부

Manjil

46.86KW

비

고

- 1~2.5MW급 터빈 설치
- 설비 도입 업체 미확정
- 660KW급 터빈 71기 설치
- 2010년까지 완공계획
자료: KOTRA(2010), ｢[정책] 이란, 풍력발전사업 개발에 박차｣.

2) 송․배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송전선과 변전소를 거친 후
배전선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란 최초의 송전선
은 1950년대 영국 석유회사가 이란 쿠제스탄 지역의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치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이란의 송배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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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이란의 송전 전압은 400kV
와 230kV이며, 배전 전압은 123kV, 66kV, 63kV다. 2008년 이란의
송전선 및 배전선 길이는 각각 101,623km, 615,801km, 송전소
및 배전 변압기 용량은 각각 167,503MVA, 76,001MVA다.35)

표 Ⅳ-2 이란 송․배전 시설 현황(2008년)

송전시설

송전망 길이

41,905km Circuit

하위 송전망 길이

59,718km Circuit

송전소 용량
하위 송전소 용량

배전시설

94,478MVA
73,025MVA

전기 판매량

161,058GWH

전기 사용고객 수

22,610,000명

중전압 배전망 길이

338,821km

저전압 배전망 길이

276,980km

배전 변압기 용량
배전 변압기 수
전기를 공급받는 마을 수

76,001MVA
415,641세트
51,595곳

자료: Tavanir(2009), “Electric Power Industry in Iran”.

이란에는 440kV과 230kV의 송전망을 사용하는 동부 및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이란 전역을 연결하는 상호결합망(interconnected
network), 동부 코라산 지역에서 사용되는 코라산 망(Khorassan
network), 동부 시스탄 및 발루치스탄에 설치된 시스탄․발루치
35) 하위송전선(sub-transmission line) 및 저전압 중전압 배전망을 포함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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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망(Sistan & Baluchistan network) 등 지역에 따라 주요 배전
망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란 정부는 이들을 하나의 국가 그리드
(national grid)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역내 전력공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인근 국가의 국가
그리드(power grid)와 연계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란과
러시아는 공동 전력 그리드(shared power grid) 건설을 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12월 이란, 아제르
바이잔 및 러시아는 전력 그리드를 동기화(synchronize)하는 데
합의하고 2006년 초 500MW에 이르는 전력을 교환한 바 있다.
한편 이란은 노후화된 송배전 장비로 인해 심각한 전력손실
및 과부화로 인한 잦은 정전 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Sistan,
Bluchistan, Khuzestan, Bushehr 주의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전력공사(Tavanir)에 의하면, 2006년에 일어난 정전사고 중
약 74%가 송전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2005년보다
10%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이란의 발전량 대비 전력 손
실률은 19%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 정부는 송배전 장비
의 교체 및 확장 사업을 전력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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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 비

이란은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 가스, 가솔린 등에 대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
적 높은 편이다. 이란의 1인당 전기에너지 소비량은 2,800kW로
세계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른 가전제품 소비확대로 이란의 전력소비량은 2002~
07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하였는데, 2008년 말 이란의 총 전
력소비량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61,058GWh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수는 4.9% 증가한 2,300만여 명
을 기록하였다.
용도별 전력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가계부문이 총 전력소비의
32.8%를 차지하여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 뒤를 이
어 산업부문이 3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이 탈석유화
정책 추진으로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기타 농업부문이 13.2%, 공공부문이 12.7% 등을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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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

도로조명
기타
농업
공공
산업

가계

자료: Tavanir(2009), “Electric Power Industry i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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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기업의 진출환경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의 진출환경

현재 이란의 전력산업은 대부분 국영화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
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은 발전소 건설 프로
젝트에 합작기업으로 참여하거나 전력 기자재를 수출하는 정도
에 한정되고 있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이란 정부는 자국 기업 육
성정책으로 Tavanir가 발주하는 EPC36) 입찰 프로젝트는 국영
36)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의 약자로, 플랜트에서의 설계 및 자금
조달,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수주하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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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업체인 MAPNA가 모두 수주하고 있다. 외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민간발전소(IPP)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있으
며, 이란의 민간발전소 프로젝트는 B.O.O.의 경우 이란전력공사
(Tavanir)가, B.O.T.는 이란전력개발회사(IPDC)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에 의해 수주가 성사되어 실제로 수행 중인 프
로젝트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간 이란의 발전부문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해온 일본 기업들조차도 최근의 이란의 정치․경제
상황하에서는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합작투자기
업 설립 시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되는 점, 이란산 기자재의
사용이 강요되는 점, 낮은 전력판매단가(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은 외국기업의 이란 발전건설 진출에 또 다른 어
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 기자재의 경우 기업간 경쟁이 매우 심한 편으로, 기존의
대규모 사업자들은 자문(consulting)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전략
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이란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 역
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기자재 공급자 선정 기준으로는
비용과 서비스, 융통성 및 축적된 경험이 브랜드 이름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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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3 프랑스-이란 컨소시엄의 EPC 프로젝트 수주 사례

< 프로젝트 개요 >
∙ 프로젝트명: Fajr 2 가스발전소(EPC 프로젝트)
∙ 발주기관: NPC(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 이란
∙ 수주기업: Alstom(프랑스)과 Kayson/Ameran Ofogh/Niroo
Tavan(이란)의 컨소시엄
∙ 수주시기: 2005년
∙ 수주금액: 2억 3,900만 달러

2005년 프랑스 기업 Alstom와 이란 국내기업들로 이뤄진 Nikan 컨소시엄은
2억 3,900만 달러 규모의 Fajr 2 발전소 건설 계약을 수주하였다.
NPC(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가 진행한 입찰에서 Nikan 컨소
시엄은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쟁기업인 독일의 MAN Ferrostaal과
이란의 Oxin Sanat의 합자기업을 물리치고 입찰에 성공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33개월 동안 Nikan 컨소시엄은 640MW급의 가스터빈 발전
소(부가적으로 증기도 생산) 및 역삼투 기술(reverse osmosis technology)
을 이용한 담수발전소 건설을 수행하게 된다. Fajr 2 가스발전소는 Bandar
Imam 지역에 건설되며, 건설완료 후 NPC의 자회사인 Fajr Petrochemical
Company에 의해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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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4 ABB(스위스)의 기자재 수출 성공사례

< 수출성약 개요 >
∙ 수입기업: Fara Niroo(주 계약자)(Kerman 지역 전기회사를 대표)
∙ 수출기업: ABB(스위스)
∙ 성약품목: 변압기 등
∙ 주문연도: 2005년
∙ 성약금액: 5,000만 달러
ABB는 변압기, 회로차단기, 보호릴레이(protection relays) 등 다양한 종
류의 전기설비 및 기자재 생산업체로,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다.
2005년 ABB는 Kerman 지역 전기회사를 대표하는 Fara Niroo 사와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기자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전 차수
수치 릴레이(full numerical relay)가 설치되어 있는 400/230kV Kerman II
변전소에 전력변압기와 회로차단기를 공급 및 설치하는 것이었다.

글상자 15 Siemens(독일)의 기자재 수출 성공사례

< 수출성약 개요 >
∙
∙
∙
∙

수입기업:
수출기업:
성약품목:
주문연도:

Aryan Mahtab Gostar(Unit Group)
Siemens AG
Gas Turbine Type V94.3A
2001년

∙ 성약금액: 2억 2,4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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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5 계속

독일 기업 Siemens는 2001년 동종 제품 중 가장 효율이 높은 가스터빈
제품(Gas Turbine Type V94.3A)에 대한 약 2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Siemens의 가스터빈 제품은 B.O.O.로 건설되는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의 발전소에 첫 번째 가스터빈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계약 이행을 위한 1단계로 274MW의 발전용량을 가진 V94.3A 가스터빈
3기가 제작되었고, 2단계로 264MW급의 V94.3A 가스터빈이 2기, 3단계로
동종의 가스터빈 3기가 제작되었다.

나. 선도기업 현황

1) 이란전력공사(Tavanir）

이란전력공사(Tavanir: Iran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
Distribution Management Company)는 이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의 전력지주회사로서, 이란 전국의 발전 및 배전부
문을 총괄하는 핵심 국영전력회사다. Tavanir는 전력산업 관련
투자, 설비의 가동, 경영 및 감독을 포함하여 전력요금 징수, 국
내외 투자자와의 협상, 전력구매협정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Tavanir는 산하에 이란전력개발회사(IPDC: Iran Power Development
Co.), 이란발전소산업개발회사(IPPDC: Iran Power Plant Industries
Development Co.), 이란발전프로젝트위탁회사(Mapna: Ira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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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Project Management Company), 이란신재생에너지기구
(SUNA: Iran Organization for new Energies), 이란에너지생산성기
구(SABA: Iran Organization for Energy Productivity) 등을 두고 있
으며, 전국 16개 지역에 있는 42개의 지역 송배전 회사 및 33개
의 지역 발전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이란발전프로젝트위탁회사(MAPNA)

이란발전프로젝트위탁회사(MAPNA: Iran Power Plant Projects
Management Co.)는 현재 이란 최대의 전력산업 EPC 업체로, 이
란 발전시설의 증설을 담당하고 있다. MAPNA는 지열 발전소
개발을 위해 Tavanir, IDRO 및 SABA Investment Company에 의
해 1993년 설립됐으며, 현재 이란의 전력, 석유․가스, 철도 산
업 등 다양한 분야에 32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주요 자회사
로는 산업용 가스․증기 터빈 제조사인 TUGA(MAPNA Trubin
Engineering & Manufacturing Co.)와 가스터빈 날과 바람개비를
생산하는 PARTO 등을 들 수 있다.
MAPNA는 이란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전략으로 현재 민영화 단
계에 있으며, 2010년 기준 민간부문이 총 지분의 약 6%를 소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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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NA는 증기․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의 최대 계약자
로서, 설립 이후 2010년 현재까지 233억 달러를 상회하는 총
51,000MW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현재 이란에
설치된 총 그리드 용량의 86%에 이른다. 현재 MAPNA는
15,331MW 규모에 달하는 30개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 13,065MW 규모의 13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
태다.

표 Ⅳ-3 MAPNA의 주요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명칭

발전형태

투자
형태

발전용량
(MW)

South Isfahan
복합화력
Development

BOT

480

개발
(Development)

80

Asaluyeh
Development

복합화력

BOO

964

지반 준비 중
(Preparing bedrock)

100

Tous
(Ferdowsi)
Development

복합화력

BOO

480

부지 준비 중
(Preparing the
ground)

100

Iran-Turkey
Partnership

복합화력

BOO

5,808

부지 준비 중
(Preparing the
grounds)

50

Ali Abad
Development

복합화력

BOO

480

협상 중

40

자료: MAPN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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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MAPNA
지분(%)

5
전망 및 평가

산

업전문 전망기관인 BMI는 2014년에 이르면 이란의 전
력생산 규모 및 전력 소비량이 2010년 대비 각각 10%,

8.7% 증가한 220TWh, 192.4TWh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한편 생산량에서 국내 소비량을 제한 부문인 수출규모는
28TWh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 정부는 2014년까지 명목발전용량을 108,850MW까
지 증대한다는 계획하에 발전 종류에 따른 연도별 증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란 정부가 일반적인 가스 및 증기 발전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환경오염도 적은 복합화력발전 방식을 지향
함에 따라 복합화력발전 용량은 2009~14년까지 14,100MW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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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이란 전력산업 현황 및 전망(2007~14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력생산 규모(TWh)
- 증가율(%)
전력 소비량(TWh)
- 증가율(%)

196 206.3 196.5

200

205 210.1 215.4

220

6.9

1.8

2.5

2.1

5.3

-4.8

168.3 170.9 174.4

2.5

2.5

177 180.5

185 188.7 192.4

12.7

1.6

2

1.5

2

2.5

2

2

전기수출 규모(TWh)

28

35

22

23

24

25

27

28

1인당 전기 소비량(MWh)

2.4

2.4

2.4

2.4

2.4

2.4

2.5

2.5

1인당 전기 사용료(달러)

218

306

215

268

266

278

277

274

1차 에너지 소비량(백만 toe)

188 195.3 204.8

207 212.5 218.9 224.3 231.1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toe)

2.6

2.8

2.7

2.8

2.8

2.9

2.9

3

주: 전년 대비 증가율이며, 2010년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BMI(2010c).

대되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가스터빈
발전소는 발전효율을 위해 복합화력발전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기발전은 2012년에 총 320MW에 달하는 2개
의 BISTUN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2014년까지
4,205MW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력발전은 같은 기간
내에 발전용량이 4,877MW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력생산의
10.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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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발전 종류에 따른 연도별 발전용량 전망(2009~14년)

주: 표에 나와 있는 CHP는 열병합 발전방식으로, 동일한 투입 연료로부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열병합발전의 종류에는 증기터빈 발전, 가스터빈 발전,
디젤엔진 발전이 있다.
자료: Tavanir(2009), “Electric Power Industry in Iran”.

한편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향후 이란 전력산업 발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란의 원자력 발
전은 이란의 전력난 해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
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란
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미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자력 발전 시도는
이란 전력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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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6 이란의 전력산업 SWOT 분석

Strengths
· 200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FIPPA)｣은 과실송금을 보장하는 등 과
거에 비해 외국인투자에 좋은 환경 및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석유 ․ 가스 자원 부국으로 에너지 자급 여건이 좋은 편이며, 수력 및
원자력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음

Weaknesses
· 전력산업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음
· 정부의 산업용 및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통제로 연료용 오일․등유․
LPG의 대체재로 천연가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발전연료로서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pportunities
· 다른 산유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중동 내 제2의
인구 보유국으로 향후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발전연료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란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Threats
·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 제재
·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로 원자로 가동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자료: BMI(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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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석유화학산업
1/
2/
3/
4/

산업 개황

주요 육성정책
부문별 동향

외국기업의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산업 개황

이

란은 세계 60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이자 세계 4대
폴리에틸렌(PE) 생산국이며, 세계 2위의 프로필렌과 폴

리비닐클로라이드(PVC) 생산국이다. 2009년 이란의 주요 석유화
학 제품별 생산규모는 에틸렌이 연간 540만 톤이며, 폴리에틸렌
은 연간 130만 톤이다. 이란 석유화학 생산시설은 대부분 사우
스파 가스전과 페르시아 만에 인접한 에너지경제특구(PSEEZ)와
석유화학경제특구(PETZONE)에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세계 3위의 원유매장량 및 2위의 가스매장량 보유국으
로,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유럽과 아시아 시장 수출에 알맞은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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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속도로 확대하며 중동 최대의 석유화학 생산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란에서 진행 중인 석유화
학 확충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될 경우 이란의 석유화학 생산능
력은 역내 1위의 석유화학 생산 수출국인 사우디를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이란 정유부문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기피에 따른 프로젝트 지
연 및 기술부족은 이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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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육성정책

이

란 정부는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농업 등 여타 산업 분야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기

초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다. 이란은 ‘석
유화학산업 개발전략(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Iran)’ 및 ‘20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중동 내 제1위의 석유화학제품 수출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에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연간 석유
화학제품 생산규모를 1억 톤으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석유화
학 생산용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 내 이란 석유화학제품 점유율을 현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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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2%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6.1%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최근 국영석유화학공사(NPC)는 이의 실현을 위해 2024년까지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상자 17 전문가 인터뷰

Ministry of Oil, Petrochemical Section
Deputy of Minister in Petrochemical Sector Mr. Abdolhossein Bayat
이란 석유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및 자립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2010년 주요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저개발 지역에 신규 석유화학단지
건설, 둘째, 효율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적 프로젝트 도입,
셋째, 생산 네트워크 개선, 넷째, 인적자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이다.
현재 이란의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제 생산량은 생산능력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완료된 석
유화학 프로젝트의 종결을 2010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Arvand Petrochemical Complex, Third NF of Bandar Imam, Amir Kabir
soft Polyethylene project, Developing Tabriz Acetylene, Pardis II
project, West Ethylene pipeline, Hegmataneh PVC, Jam Butane
project and Kavian I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략) 이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
한 것이다. 외국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최근 경제제재로 인해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이란의 수익성 높은 석유
화학 프로젝트에 투자할 길이 열려 있다.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막대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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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7 계속

재력과 적극적인 정부지원 및 국내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은 외국인 투자자들
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략) 현재 이란 석유부 및 국영석유공사(NPC)가 약 30개의 석유화학 프
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국내 은행들과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가. 민영화

이란 정부의 산업 전반에 걸친 민영화 계획은 석유화학 분야
및 정유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영화 노력으로
현재 81개 석유화학 기업 중 51개가 민간기업에 매각되었다. 석
유화학산업 민영화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2014년까지 국영석유화학공사(NPC: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의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NPC의
자회사인 Khorasan․Razi․Abadan․Arak․Esfahan․Kharg․Farabi
Petrochemical 및 Iran Carbon 등을 민영화하였으며, 향후 Tabriz․
Shiraz Petrochemical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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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경우는 터키 기업이 인수한 Razi
Petrochemical 사가 유일한 예다. NPC의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민영화 대상 자회사의 지분 가운데 20%는 NPC가 소유하며,
40%는 지방 협동조합을 통해 빈곤층에 분배되는 ‘Justice Shares’
에 흡수되고, 35%는 테헤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나머지 5%
는 석유화학 기업 직원에게 할당된다.

나. 특별경제구역 내 석유화학단지 조성

이란은 남부의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과 페르시아 만의 지리
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Bushehr 지역의 Assaluyeh 항구와
Mahshahr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에너지 경제특구(PSEEZ: Pars
Special Economic/Energy Zone)와 석유화학 경제특구(PETZONE:
Petrochemical Special Economic Zone)를 설립하고, 특별경제구역
내에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95~2000)의 일환으로 이 양대 경제특구가 조성되었으며,
2000~05년 동안 석유화학 경제특구에는 1개의 석유화학단지가,
에너지 경제특구에는 4개의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이란 석
유화학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에너지 경제특구에서는 Olefin (9)~(13)을 비롯하여 다수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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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학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0년 현재 Olefin (11)을
비롯하여 1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에너지 경제특
구의 개발에 따라 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란은 저렴한 천연
가스(에탄) 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화학 경
제특구에서는 Olefin (6), (7), (8) 등 다양한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2010년 현재 Isocyanates 등 7개의 프로젝트가 진
행 중이다.
이란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별경제구역 내 인
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자금이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림 Ⅴ-1 이란의 주요 유․가스전 관련 시설
석유화학집적단지
➀ Khuzestan 주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지구(PETZONE)
➁ Bushehr 주 아살루예 지구(PSEEZ)
카스피 해 원유 스와프용 원유 수입항
Neke 항
(이란 북부 카스피 해 연안)
수출용 원유 선창항
➂ 카구 섬(약 90%)
➃ 라반 섬(약 10%)
자료: 한국석유공사(2008), ｢이란의 가스 및 석유산업 동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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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에너지 경제특구(PSEEZ) 내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
프로젝트
/회사

소유권

생산 제품 및 용량
(천 tpa)

원료량

원료공급원

Ethane
Recovery,
Styrene & Ps
Plants/Pars
Petrochem

Npc
100%

Ethane(1,600),
Styrene(367),
Ps(250), Propane(980),
Butane(570),
Mixed C5+(86)

Natural Gas(76Mcm/Y),
Benzene(470,000Tpa),
Ethylene(175,000Tpa)

Pars Oil & Gas,
Buali Sina &
Borzuyeh Pc
Complexes, Arya
Sasol Polymer

4Th Aromatics
/Borzuyh
Petrochem

Npc
100%

Benzene(430),
Px(750), Ox(100),
Light/Heavy Ends
(680/2,000)

Condensate
(4.4Mn Tpa),
Pyrolysis Gasoline (270)

Phases 1-3 Of
South Pars, Jam &
Other Projects

12Th Olefin
/Npc
(2014년
가동 예정)

Npc
100%

Ethylene(1,100),
Propylene(466),
Lldpe/Hdpe(300),
Egs(730), Pp(300),
Butadiene(277),
Benzene(220),
Mixed Xylene(128)

Condensate
(3Mn Tpa),
Heavy Ends(2.46Mn)

Phases 4-5 Of
South Pars, Heavy
Ends From
Aromatics 3 & 4

3Rd Pta/Npc
(2008년
가동 예정)

Npc
100%

Pta(600)

Px(400), Acetic(25)

Borzuyeh Pc,
Fanavaran

Hdpe(300)

Ethylene(310)

Jam Pc

Ethylene(1000),
Md/Hdpe(300),
Ldpe(300)

Ethane(1.27Mn Tpa),
Propylene(4,200Tpa),
Propane(5600Tpa),
Hexane(870Tpa)

Pars Petrochemical,
Propylene Imports &
Later From Jam Pc,
Pars Pc, Hexane
Imports & Later
From Jam

Light Ends (680,000Tpa)
& Raffinate(380,000Tpa)
& Condensate
(83,000Tpa),
C2(1.2Mn Tpa),
C5+(91,000Tpa)

Borzuyeh Pc,
C2 From
Pars Pc & Parisan
Project & South Pars
Oil & Gas

Mehr Petrochem Npc 40%,
Hdpe/Npc
외국 Jv 60%

9Th Olefin
/Arya Sasol
Polymer

Npc 50%,
Sasol Polymers
50%

Npc(53%),
Social
10Th Olefin
/Jam Petrochem Security(24%),
Retiremen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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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1,300),
Propylene(300),
Hdpe/Lldpe(300),
Hdpe(300), Pp(300),
Egs(443),
Alpha Olefins(200),
Butadiene 1&3(115)

표 Ⅴ-1 계속
프로젝트
/회사

소유권

생산 제품 및 용량
(천 tpa)

원료량

원료공급원

11Th Olefin
/Npc
(2011년
가동 예정)

Npc(75%),
Petroleum
Retire/Welfare
Fund(25%)

Ethylene(1,200),
Hdpe(300),
Lldpe/Hdpe(300),
Egs(700),
Styrene(600)

Ethane(1.5Mn Tpa),
Benzene(477,000Tpa),
Oxygen(481)

4Th Methanol
/Zagros
Petrochem

Npc(52%),
Alyaf Morvarid &
Pooshineh
Industrial(33%),
Petroleum Min
Retire/Welfare
Fund(15%)

Methanol(1,650)

Natural Gas
Pars Oil & Gas,
(188,000 Cubic Metres/H),
Mobin Pc
Oxygen(2Mcm/D)

Npc(52%), Alyaf
Morvarid &
Pooshineh
Industrial(33%),
Petroleum Min
Retire/Welfare
Fund(15%)

Methanol(1,650)

Natural Gas (1.5Mcm/D),
Oxygen(960,000Tpa)

Pars Oil & Gas,
Mobin Pc

4Th Ammonia,
Urea
(Assaluyeh-1)/P
ardis Petrochem

Npc(49%),
Ghadir
Investment Co
(51%)

Ammonia(680),
Urea(1,080),
Natural Gas (640Mcm/Y)
Ammonium Sulphate (10)

Pars Oil & Gas

6Th Ammonia,
Urea
(Assaluyeh-2)
/Pardis
Petrochem

Npc(49%),
Ghadir
Investment Co
(51%)

Ammonia(680),
Urea(1.08Mn),
Ammonium Sulphate
(10)

Pars Oil & Gas

6Th Methanol
/Zagros
Petrochem

Natural Gas
(640Mcm/Y)

All From 4,5,9,10
Phases Of South
Pars

자료: BMI(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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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석유화학 경제특구(PETZONE) 내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업

6Th Olefin
/Amir Kabir
Petrochem

7Th Olefin
/Marun
Petrochem

8Th Olefin
/Arvand
Petrochem
(Expected
Onstream
2009)

Ldpe
/Laleh
Petrochem

소유권

생산 제품 및 용량
(천 tpa)

원료량

원료공급원

Ethane(233,000Tpa),
Butane(117,000Tpa),
Raffinate(409,000Tpa),
Light Ends(350,000Tpa),
Ethylene(233,000Tpa)

Bandar Imam,
Buali Sina,
Marun

Npc(69%),
Iranian
Retirement &
Social Security
(15% Each)

Ethylene(520),
Propylene(148),
Hdpe(140),
Lldpe/ Hdpe(300),
Ldpe(300)

Npc, Petroleum
Ministry
Retire/Welfare
Fund(20%)
Pooshineh
Polymer(5%)

Ethylene(1,100),
Propylene(200),
Hdpe(300),
Pp(300),
Egs(443), Eo(50),
C3+(168)

Npc(60%),
Petroleum
Retire/Welfare
Fund(40%)

Ethylene(1,000),
Pvc(Suspension, 300),
Pvc(Emulsion, 40),
Liquid Chlorine(570), C2(1.2Mn Tpa)
Edc(885),Vcm(340),
Caustic Soda(635),
Egs(610), Meg(600)

Npc(45%), Sabic
Euro
Petrochemicals
Ldpe(300)
(30%),
Pooshineh Baf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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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2+(3.8Mn m /D),
Butene-1(5,000Tpa),
Oxygen(299,000Tpa),
Propylene(95,000Tpa)

Ethylene(306,000Tpa) &
Propylene(5%)

Nioc,
Import(Later
Butene -1
From Jam Pc),
Fajr Pc,
Import
Propylene

Bid Boland
Project No.2

Marun Pc

표 Ⅴ-2 계속
프로젝트
/기업

Isocyanates
/Karoon
Petrochem
(2010년
가동 예정)

소유권

생산 제품 및 용량
(천 tpa)

Npc(40%),
Chematur(30%),
Tdi(40), Mdi(40)
Hansa Chemi
(30%)

Npc(52%),
Social Security
3Rd Methanol
(17%),
/Fanavaran
Methanol(1,000)
Petroleum
Petrochem
Retire/Welfare
Fund(15%),
Retire Org(16%)

원료량

원료공급원

Chlorine(60,000Tpa),
Co(24,000Tpa),
Benzene (26),
Toluene(25),
Nitric Acid (35)

Bandar Imam
Pc
Fanavaran Pc,
Buali Sina
Pc, Imam &
Esfahan Pc,
Acid Imports &
Shiraz Pc
Then Later
From Karoon Pc

Natural Gas(861Mcm/Y),
C02(330,000Tpa)

Nigc, Razi &
Marun
Petrochemical
Complexes

자료: BMI(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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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2009년 기준 이란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3,900만여 톤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현재 이란의
석유분해시설 규모는 약 540만 톤으로 집계되며, 주요 석유화학
제품별 생산용량 수준은 에틸렌이 540만 톤, 프로필렌이 130만
톤, HDPE가 150만 톤, LLDPE가 110만 톤, PE가 340만 톤, PP가
100만 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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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이란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규모(2009년)
(단위: 만 톤)

에틸렌

프로필렌

HDPE

LDPE

LLDPE

PE

PP

PVC

538

130

149

78

110

336

104

6

주: BMI 추정치임.
자료: BMI(2010b).

1) 석유분해시설

이란의 석유분해시설(cracker)의 규모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약 540만 톤으로 2014년까지 생산규모는 790만 톤 수준으로 증
가할 전망이다. 이란은 분해시설 확충을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며, 2008~14년 기간 동안 분해시설 규모는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용량의 석유분해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Jam Petrochem
으로, Olefins (10)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3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Marun Petrochem이
Olefins (7)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1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
고 있다. 이 외에도 2012년에 이르면 Kharg Island, Arvand
Petrochemical, Morvarid Petrochemicals의 생산이 증대되어 200만
톤 상당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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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이란 석유분해시설(cracker) 생산능력
(단위: 천 톤)

회

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NPC, Arak

320

320

320

320

320

320

320

NPC, Tabriz

136

136

136

136

136

136

136

NPC, Bandar Imam

430

500

500

500

500

500

500

Amir Kabir, B. Imam
(Olefins 6)

520

520

520

520

520

520

520

Marun PC, B. Imam
(Olefins 7)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Arya Sasol, B.
Assaluyeh(Olefins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Jam Pchem, B.
Assaluyeh(Olefins 1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Ilam(Olefins 13)

na

na

na

5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Arvand Petrochemical
(Olefins 8)

na

na

na

na 1,000 1,000 1,000

Morvarid
Petrochemicals

na

na

na

na

Kharg Island

합

계

na

na

500

na

500

500

500

5,306 5,376 5,376 5,376 7,376 7,376 7,876

주: 2010년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BMI(2010b).

2)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
2009년 현재 이란의 올레핀 생산용량은 연간 670만 톤 수준으
로, 이 중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각각 약 540만 톤, 130만 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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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최대 생
산업체는 Jam Petrochem로, 각각 연간 약 130만 톤, 30만 톤을
생산하며, 총 올레핀 생산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에틸렌의 경우 Marun Petrochem이 110만 톤/년, 프로필렌
의 경우 Amir Kabir Petrochem이 26만 톤/년의 생산규모를 보유
하고 있다.

표 Ⅴ-5 주요 기업별 올레핀 생산능력(2009년)
(단위: 톤)

제품

회

사

위

치

생산능력

에틸렌

Amir Kabir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520,000

에틸렌

Arak Petrochemical

Arak

320,000

에틸렌

Arya Sasol Polymers

Assaluyeh

에틸렌

Bandar Imam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에틸렌

Jam Petrochemical

Assaluyeh

1,320,000

에틸렌

Marun Petrochemical Co

Bandar Imam Khomeini

1,100,000

에틸렌

Tabriz Petrochemical

Tabriz

136,000

프로필렌

Amir Kabir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260,000

프로필렌

Arak Petrochemical

Arak

125,000

프로필렌

Bandar Imam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118,000

프로필렌

Jam Petrochemical

Assaluyeh

305,000

프로필렌

Marun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200,000

프로필렌

Tabriz Petrochemical

Tabriz

1,000,000
430,000

56,000

자료: BMI(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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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머: HDPE, LLDPE, LDPE, PP, PVC, PET
2009년 현재 이란의 폴리머(HDPE, LLDPE, LDPE, PP, PVC,
PET) 생산능력은 연간 약 48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부적
으로 HDPE 생산능력은 약 150만 톤/년으로 Marun Petrochem이
30만 톤/년으로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LLDPE 생산
용량은 약 110만 톤으로 Amir Kabir Petrochem이 30만 톤/년으로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LDPE의 경우 연간 생산능력은 80만 톤
수준으로 Arya Sasol Polymers과 Laleh Petrochem 등이 30만~38만
톤/년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다. PP의 경우 연간 생산능력은 약
100만 톤으로 Jam Polypropylene, Marun Petrochem이 각각 30만
톤/년으로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PVC는 Abadan
Petrochem의 생산 통계만이 가능한데, 이에 따르면 이란의 연간
생산능력은 6만 톤 수준에 이른다. 이란의 PET 생산능력은 약
30만 톤/년으로, Shahid Tondgooyan Petrochem만이 단독으로 생
산하고 있다.

표 Ⅴ-6 주요 기업별 폴리머 생산능력(2009년)
(단위: 톤)

제품

회

사

위

치

HDPE

Amir Kabir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HDPE

Arak Petrochemical

A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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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
140,000
85,000

표 Ⅴ-6 계속

제품

회

사

위

치

생산능력

HDPE

Bandar Imam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60,000

HDPE

Marun Petrochemical Co

Bandar Imam Khomeini

300,000

LLDPE

Amir Kabir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300,000

LLDPE

Arak Petrochemical

Arak

LLDPE

Arya Sasol Polymers

Assaluyeh

LLDPE

Tabriz Petrochemical

Tabriz

120,000

LDPE

Arya Sasol Polymers

Assaluyeh

375,000

Bandar Imam Khomeini

100,000
300,000

LDPE

Bandar Imam
Petrochemical

75,000
0

LDPE

Laleh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PP

Arak Petrochemical

Arak

90,000

PP

Bandar Imam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50,000

PP

Jam Polypropylene

Assaluyeh

300,000

PP

Marun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300,000

PP

Navid Zar Chemie

Bandar Imam Khomeini

160,000

PP

Polynar

Tabriz

50,000

PP

Regal Petrochemical

Mahshahr

90,000

PVC

Abadan Petrochemical

Abadan

60,000

PET

Shahid Tondgooyan
Petrochemical

Bandar Imam Khomeini

130,000

Bandar Imam Khomeini

180,000

PET

Shahid Tondgooyan
Petrochemical

자료: BMI(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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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젝트 동향

2010년 현재 이란에서는 43개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 완성 시 현재 약 3,900만 톤인 생산규모에
2,250만 톤이 증대되어 총 6,140만 톤의 생산설비를 보유할 것
으로 기대된다.37) 2010년 7월에는 에틸렌, 요소, 암모니아 등 총
225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Morvarid 석유화학단지가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Bandar Iman 3rd NF, Chlor Alkali & PVC, 6th
Ammonia/Urea 프로젝트 및 PETZONE 내에 제티 건설 프로젝트
역시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서부 에틸렌 파이프라인
(West Ethylene Pipeline) 프로젝트는 Olefin (11), 아살루예 Olefin
& Gachsaran Olefin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를 이란 서부 석
유화학단지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2010년 완
공되면 이란 서부의 석유화학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37) KOTRA(2010), ｢이란,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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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주요 석유화학 관련 프로젝트 현황(2010년)
(단위: 천 톤)

프로젝트

회 사

위치

생산규모

가동
예정시기

LDPE

Amir Kabir
Petrochem

PETZONE

LDPE(300)

2010

Chlor
AlkaliI&PVC

Arvand Petrochem

PETZONE

1,507(PVC 등)

2010

Bandar Iman
3rd NF

Petrochemical
Industries

Bandar Imam
PetrochemCo
mplex

2,685(에탄 등)

2010

2nd Liguid
Products Jetty

Petrochemical
Special
Economic Zone
Org.

PETZONE

하역 처리용량
: 240만 t/y

2010

11th Olefin

Kavyan Petrochem

PSEEZ

2,180(에틸렌
2,000)

2011

12th Olefin

Bushehr
Petrochemical

PSEEZ

3,960(에틸렌
1,200,
프로필렌 327)

2014

7th Mmthanol

Marjan Petrochem

PSEEZ

메탄올(1,650)

2012

6th
Ammonia/Urea

Petrochemical
Industries
Development
Management Co.

PSEEZ

1,150(Granular
urea 1,075)

2010

West Ethylene
Pipeline
& Dena Region

Petrochemical
Industries
Development
Management Co.

-

총 길이: 2,250
km

2010

Oman
Ammonia
/Urea(JV)

Hormoz Petrochem

PSEEZ

1,150(요소
1,075)

2014

13th Olefin

Ilam Petrochem

Ilam

738(HDPE 300,
에틸렌 153,
프로필렌 120)

2010~11

자료: 이란국영석유화학공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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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이낸싱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은 이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기업의 이란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란은 심각한 기술부족 및 재정난을 겪어왔다.
일례로 NPC와 사우디 Sabic, 이란 Poushineh Industrial Group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Laleh Petrochemical은 기술적인 문제로 생산
이 지연되었으며, Marun Petrochemical과 Amir Kabir Petrochemical은
2008년 초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동향

이란은 2009년 기준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약 40%에 달하
는 1,40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27.8% 증가한 1,790만 톤 규모를 수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은 2009년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화학제품 수출규모를
2015년 2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국영석유공사(NPC)의 계열사인
이란석유화학상사(PCC: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가 주
도하고 있는데, PCC는 이란 총 석유화학제품 수출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석유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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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PCC 자료를 토대로 이란
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PCC의 수출 품목은 크게 화학제품, 폴리머, 비료, 석유화학 원
료(feedstock) 및 액화가스로 분류되는데, PCC 발표 자료에 따르
면 2009년 기준 액화가스 및 원료가 총 수출규모(금액 기준)의
48%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폴리머(16%), 방향족
(15%), 화학제품(12%), PTA 및 폴리머 (5%), 비료(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석유화학 관련 제품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이 25%의 비중으

그림 Ⅴ-2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출규모(2009년)

자료: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Ⅴ. 석유화학산업｜143

로 이란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동(24%), 극동아시아(18%), 유럽(14%), 인도(1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출 성장
의 주요 요인으로, 2010년 1사분기 동안 PCC는 중국으로 LLDPE
38,000톤, HDPE 216,000톤, LLPE 128,000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5%, 79%, 266% 증가한 규모다.
한편 석유화학단지별 수출 비중은 Borzoyeh Petrochem에서 생
산된 제품이 총 석유화학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림 Ⅴ-3 수출대상국 비중(2009년)

자료: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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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ar Imam 제품이 20%, Bual Sina 제품이 12%, Pars Petrochem
제품이 9%의 비중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Ⅴ-4 석유화학단지별 수출비중(2009년)

자료: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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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기업의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동향

이란은 에너지 의존적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석유화학을 전
략적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왔다. 그 일환으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특별산업경제구역 내 세금 및 관세 특혜, 자본
및 소득 이전 개런티, 인프라 및 관련 설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기업으로부터 파이낸싱이 어려
워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는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소
수 몇 개국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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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터키 비료생산 회사인 Gubre Fabrikalari는 이란 정
부가 이란 국영 석유화학 회사인 Razi Petrochemical의 인수를 승
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인수금액은 약 6억 8,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
다. Razi Petrochemical은 암모니아, 요소, 비료, 황산 등을 생산하
는 기업으로, 이란에서 유일하게 인산과 DAP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란과 석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 긴
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인도
네시아의 PT Pusiri 사는 이란 Hengam Petrochemical과 50 대 50
으로 Hengam Complex에 합작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작
투자 금액은 약 7억 3,000만 달러로 알려졌다. Hengam Complex
의 연간 목표 생산량은 암모니아 및 요소 170만 톤이며, 조업까
지는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란 Bandar Abbas에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설비를 합작 건설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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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8 외국기업 진출 사례: Arya Sasol

이란 국영석유화학공사(NPC)는 사우스파의 풍부한 가스와 석유를 기반으로
부세르 지역의 PSEEZ(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에 수많은 석
유화학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 첫 번째 시도인 Olefin (9)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이란 국영회사인 Pars Petrochemical이 수주하였으며, 남아프리
카공화국의 Sasol Polymers가 이에 참여하여 2002년 4월 Olefin (9) 프로
젝트를 위한 합작기업인 Arya Sasol Polymer가 설립되었다.
Arya Sasol Polymer는 Pars Petrochemical과 Sasol Polymer가 각각 13억
5,000만 유로를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에틸렌, HDPE, LDPE 생산법인이다.
2002년 PSEEZ에서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2009년 2월에는 에틸렌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Arya Sasol 석유화학단지는 현재 에틸렌 40만
톤, C3 cut 9만 톤, 중량 폴리에틸렌 30만 톤, 경량 폴리에틸렌 3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의 폴리머 생산설비 중 하나다.
Arya Sasol Polymer 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성공적
인 외국인 투자 사례로 평가된다. 첫째, 어떤 사고도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석유화학단지의 첫 정밀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둘째, PSEEZ에서 에
틸렌과 폴리에틸렌을 처음으로 생산 및 수출한 점, 셋째, 모든 폴리머 제품
에 대해서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점, 넷째, 사고율(recordable case rate)을
1년 반 동안 4.78에서 0.68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점 등이다.

나. 선도기업 현황: 국영석유화학공사
1964년에 설립된 이란 국영석유화학공사(NPC: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는 100%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으로, 사우디 Sabic에 이
은 중동 제2위의 석유화학 기업이다. NPC는 총 50개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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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계열사와 9개의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은 NPC의 자회사인 이란석유화학상사
(IPCC: 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등을 통해 해외
로 수출되고 있다.
NPC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특별경제구역(PSEEZ, PETZONE)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4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0년 3월 기준 이란의 총 연간 석유화학 생산능
력은 약 3,900만 톤으로, 2010년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내 제2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으로 역내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12%를 차지하였다.
이란 정부의 적극적인 석유화학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NPC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이란 정부는 석유화학 육
성 10개년 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에틸렌 1,200만 톤 생산체
제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2015년까지 250억 달러를 투자한
다고 밝혔고,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80%를 의무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NPC의 자회사로서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
고 있는 IPCC(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의 CEO
Mohammed Ali Zarbani는 지금까지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공급
부족지역인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유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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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한 집중 공략하고자 한다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판매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탄을 비롯한 풍부한 석유화학 원료와 정부의 적극적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NPC는 향후 가장 무섭게 부상할 중동 기업임
이 분명하다. 석유화학 전문 조사기관인 CMAI는 NPC가 2012년
PE 생산 기준 상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NPC가 자립기를 넘어 본격적인 글로벌 메이저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양질의 엔지니어링 인력 확보, 석유화학단지 운영
기술 향상,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구축,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풀
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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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이

란은 ‘20년 계획(20-Year Outlook Plan)’에서 제5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석유화학 생산량을 1억

톤으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란 석유
부는 2015년까지의 연간 에틸렌 1,200만 톤, 요소 850만 톤, 아
로마틱(aromatics) 400만 톤, 폴리머 1,000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
획하에 총 430억 달러 규모의 61개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세계 60대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으로, 특히 최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메탄올, 에틸렌, 프로판, 부탄 등의 생
산 증가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이 급성장하였다. 무엇보다 이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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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위의 원유 및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풍부하고 값싼
원료가 손쉽게 확보된다는 점은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및 대
규모 내수시장,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등은 이란 석유화학산
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BMI는 이란의 목표
치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15년까지 이란 석유화학제품
의 연간 생산능력이 6,800만 톤까지 증가하고 석유화학제품 수
출량 역시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과제들도 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은 이란 석유가스 부문뿐 아니
라 정유부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 정부 및 기업
들의 이란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
인다. EU 역시 이란 에너지 및 정제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기술 지원․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제와 LNG를 투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파
이낸싱 및 석유화학 핵심기술 습득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이
란 내 많은 수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석
유분해시설(crackers)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은 하류부문 프
로젝트를 포함하여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은

152｜이란의 주요 산업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신뢰도를 낮춰 파이낸싱 및 선진기술 부
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이란은 제재로 인해 정제유 수입에 제한을 받게 되자 일
부 석유화학 시설을 정유 생산시설로 전환하여 고옥탄가의 휘발
유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국내 정제유의 수급 불균형 심화로
석유화학시설을 통한 휘발유 생산계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
다.38)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의 위축은 이란 자동차산업, 의
약품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란 정부의 세계적인 석유화학 국가로 부
상한다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 및 지속될 경우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걸프 지역의 아랍 경
쟁국들에 해외 시장점유율을 뺏길 우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핵문제를 둘
러싼 국제사회와의 논란이 종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8) KOTRA(2010), ｢이란, 휘발유 생산증진위해 석유화학제품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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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9 전문가 인터뷰

Petrochemical Industries Development
Management Company Directing Manager Mr. Ghorbani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민영화, 경제제재, 투자유치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에
직면해 있다. 먼저 민영화와 관련하여, 민영화 직후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한
다는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석유화학산업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술 및 과학 부문의 수준
을 높이고 투자 부문(특히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를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이란은 국제사회의 유례 없는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31년간이나 지속된 제재 속에서도 스스로
발전해왔다. 최근 제재로 몇몇 외국기업으로부터 장비 및 제품을 공급받는
데 문제가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고 믿는다.
경제제재로 인해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란 시장을 떠난 지금, 아시아 국가
들은 이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상당수의 중국 회사
들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이란 석유화학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술력 있는 국가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얻어온 한국 제품 및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 선
호된다. 이란의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프
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한 기업들은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하 생략)

글상자 20 이란의 석유화학산업 SWOT 분석

Strengths
· OPEC 내 제2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부국으로, 석유화학 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확
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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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0 계속

· 세계 60대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2010년까지 전 세계
석유화학 생산의 5%, 중동 석유화학 생산의 30%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음
· 이 외에 특별경제구역 내 수출입 관련 인센티브, 인근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대규모 내수시장, 숙련된 노동인력, 외국
투자 촉진법 등 역시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강점임
Weaknesses
· 인근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뒤처져
있음
· 국영기업인 NPC 내의 전문가 부족으로 신규 석유화학 설비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제재로 외국 선진기술 도입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경제제재의 가
능성이 있음
Opportunities
·
·
·
·
·
·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높은 가격 유지 가능
세계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파 개발로 충분한 원료공급 확보
석유화학 특별경제구역의 지속적인 개발
에틸렌 공급 및 파이프라인 용량 확대
이란은 외국 선진기술 습득을 희망하고 있음
북서부 아라크(Arak)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및 졸파(Jolfa)의 대규모 항만
개발로 인근 아제르바이젠 및 아르메니아 등과의 교역 증가가 예상됨
Threats

· 핵 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로 외국기업과의 합작 프로젝
트가 유보 또는 취소될 우려가 있음
· 석유 생산량이 감소될 경우 원료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외국기업과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
할 수 있음
· 국제가격보다 50~70% 낮은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국내 석유
화학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자료: BMI(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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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란 진출 전략
1/

이란의 진출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방향

1
이란의 진출환경 분석

가. 경제제재 동향

1) 이란의 핵개발 및 테러지원 문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알려진 2002년부터 국제사회
는 핵 관련 대이란 제재를 가했으나,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명
목으로 핵개발을 지속해왔다. 2009년 9월 이란은 콤(Qom) 지역
에 비밀리에 건설 중이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하고, 이어 10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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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10월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농축 우라늄(농도 3.5%)을 러시아로 보내 저농축 우
라늄(LEU, 농도 20%)으로 전환하고 이를 프랑스에서 의료용 원
자로 가동을 위한 연료봉으로 제작하여 이란에 반송한다는 중재
안을 도출하였으나 이란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현재 이란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2010년 5월 국
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3.5% 농축 우라늄 2,400kg, 20% 농축
우라늄 5.7kg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 중앙정보국
(CIA)은 2012년 정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하마스와 헤즈볼라
및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시아파 저항세력을 지원해 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39) 이에 미국은 1984년 이래로 이란을 테러 지
원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이란의 정규병력인 혁
명수비대를 특별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40)

39) Kenneth Katzman(2010), “Iran: U.S Congress and Policy Responses.” CRS Report.
40) 이란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신정정치 수호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 약 12만 5,000명의 병력으로 정규군(40만 명)과 별도의 육․해․공군을 보
유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군사조직을 넘어서는 핵심 권력조직으로 전신전화,
제약, 공항건설 등 민간경제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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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발효 및 주요 내용

2010년 6월 UN이 제4차 대이란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미 의회는 고강도의 ｢포괄적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7월 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41)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은 ① 제재(sanctions), ② 대이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divestment from certain companies
that invest in Iran), ③ 이란에 대한 상품, 서비스, 기술의 이전 금지
(prevention of diversion of certain goods, services, and technologies
to Iran), ④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주요 특징은 외국기업의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를 제재하는 기존 미국의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에 △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행위 △ 대이란 정
유제품 수출 △ 이란의 정유제품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행
위가 제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제재대상 행위는 상기
부문과 관련된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및 원조를 판매, 임대,
41) UN 안보리의 제4차 대이란 결의안은 앞선 세 차례의 결의안에 △ 40여 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산동결 △ 이란 입출항 항공․선박 검열 강화 △ 제
재대상 물품 압류조치 △ 자국 영토에 이란 은행의 개설 금지 촉구 △ 이란
내 자국 금융기관의 사무소 개설 중지 촉구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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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재)보험 제공, 자금조
달, 중개, 정유제품 운송을 위한 선박(해운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각 개별 건 100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합계가 5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
로는 기존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에 명시된 6개 처벌조
항에 3개를 추가하여 총 9개 처벌조항 중 3개 이상을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표 Ⅵ-1 ｢이란 제재법｣과 ｢포괄적 이란 제재법｣ 비교

제
재
대
상

제
재
조
치

이란제재법(1996)

포괄적 이란제재법(2010)

① 이란 석유자원 개발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WMD·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를 한 외국 개인 및 기관

①~②에 다음을 추가
③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하여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 수출입 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딜러 및 정부 기금의 리포지터
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①~⑥에 다음을 추가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자료: US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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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고 있는데, 2010년 8월 발표 및 발효된 미국
의 금융규제 시행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언급한 행위의 한 가지
이상을 한 경우 미 재부무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기관 거
래계좌 개설, 유지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재행위의 대상은 ① 이란 정부(이란 혁명수비대 및 수비대의
에이전트와 관련자(기관)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또는 이 운송시스템의 획득 및 외국 테러조직이나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노력을 돕는 행위, ② UN 안보리 결의문
(1737, 1747, 1803, 1929)에서 정한 금융제재와 UN 안보리가 이
란에 부과한 여타 제재대상의 활동을 돕는 행위, ③ 상기 2개항
에서 기술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세탁에 종사하는 행위,
④ 이란 중앙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이 상기 ①, ②항의 활동
노력을 돕는 행위, 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의해 자산이 동결된 이란 혁
명수비대 및 수비대의 에이전트,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국제 테러지원과 관련되어 자산이 동결된 금융기관과의 주목할
만한 거래를 돕는 행위나 이들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포괄적 이란제재법｣은 이 외에도 미국 주․지방 정부의 자산
이 이란 에너지 부문(LNG 탱크, 석유 및 LNG 운송을 위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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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도 포함)에 투자한 기관에 투자된 경우 주․지방 정부가
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 역시 명시하고 있다.

3) EU, 일본, 한국의 이란제재 동향

2010년 7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발표 이후 주요국들의 독자
적인 대이란 제재조치가 이어졌는데, EU의 대이란 조치(7월 26일),
일본 제재안(9월 3일), 한국의 대이란 제재방안(9월 8일) 등이 그
것이다.
EU는 UN 안보리 지정 제제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 30인,
기관 49개를 자산동결 및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42) 비제재대상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4만 유로 이상) 및
사전신고제(1만 유로 이상)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정제, LNG, 탐사, 생산) 관
련 이란 내 기업, 이란 기업, 해외 이란 기업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장비의 판매, 공급 및 이전을 금지하고, 관련 부문의 기술협
력 및 교육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이란인 개인 24명, 기관 103개를 자산동결 및 제재
42) 각 기관의 제재대상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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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이란 금융거래에 대한 사전보고제 및 특
별검사를 실시하며, 이란과의 신규 환거래 계약 체결을 금지한
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제재조치에 의해 향후 이란 은행의
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및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
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역시 금지된다. 에너지 부문과 관
련해서는 “이란의 석유․가스 분야 탐사개발 및 정제능력 강화
에 기여하는 신규 프로젝트 투자 금지 및 기존 계약에 대한 신
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혀 EU의 제재조치와 유사한 수준으
로 제재수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2010년 9월 8일 5개 분야(금융, 무역, 운
송․여행, 에너지, 조치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의 16개 조치로 구
성된 대이란 제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이란 수출
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 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
제사회의 평화 및 질서유지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대이란 거
래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제재로 인한 비즈니스상의 부작용
을 감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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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한국의 대이란 제재방안의 주요 내용

○ 금융부문
- 개인 24명, 기관 102개에 대한 자산동결 및 제재대상 지정
- 멜라트(Mellat)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2개월간 외국환 업무 제재조치 부과
- 제재대상 외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4만 유로 이상) 및
사전신고제(1만 유로 이상) 도입
- 이란 은행과의 외환업무 신설 금지, 제재대상 은행과의 기존 외환업무
단계적 종료
○ 에너지 부문
-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 2010년 7월 1일 이후 2,000만 달러 이상(개별 건 500만 달러 이상으
로 12개월 합계가 2,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도 포함)의 계약이 이에
해당됨.
- 이란의 정유제품 생산능력 증강에 기여하는 행위 및 대이란 정유제품의
수출입 금지
※ 2010년 7월 1일 이후 1백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합계가 5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계약이 이에 해당됨.

4) 대이란 제재조치의 영향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발표 직후 한국 국내 은행의 대이란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된 것은 대이란 제재로 인해 우리 국내기업들
이 즉각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를 명시한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여파로 국내 시중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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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들은 2010년 7월 이란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및 전신
송금환 거래(T/T: Telegraphic Transfer) 취급을 중단하였으며, 이
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
기에 놓였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번 제재법은 궁극적으로 이
란을 국제무역에서 고립시켜 제재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란과 미국에 동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시장진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의 핵개발 및 테러지원 자금원천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부문
에 대한 제재가 강화함에 따라 정유, 석유화학 및 제재대상과
연관된 부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이번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국의 이란 제재법에 대한 명확한 해
석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
업별 제재대상 품목 규정 및 향후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한 예측
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이란의 반응에 대한 시나
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정부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이란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
가들에 대한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06년 UN의 대이란 제재결의안 통과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Ⅵ. 이란 진출 전략｜167

를 경고한 바 있다.43)
한편 이번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사상 가장 강
력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이란의 역내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잠재 국가로서 이란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란
은 현재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 및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
량 보유국이자 이집트에 이어 역내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한편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은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바, 이들 국적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란 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대이란 진출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비
하여야 하겠다.

나. 투자환경

1) 긍정적 요인

이란이 지니고 있는 최대 전략적인 가치는 역시 풍부한 에너
43)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비롯하여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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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원이다. 이란은 세계 제3위의 원유매장량 및 제2위의 천연
가스매장량 보유국으로,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10%, 16%를 보
유하고 있다. 이란의 2009년 기준 연간 원유 생산량은 420만 b/d
로 세계 4위의 원유 생산국이며, OPEC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
아에 이은 두 번째 산유국이다.
또한 인구 7,60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은 이란을
중동 지역에서 최대의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하는 근거
가 되어왔다. 이란은 이집트에 이어 중동 내 최대 인구 보유국
으로, 2020년에는 인구가 9,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구의 70%가 35세 미만의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
육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장점
도 가지고 있다. 높은 인구증가율과 젊은층의 소비확대 및 최근
5년간 유가상승으로 1인당 GDP가 두 배 상승하는 등 가계 가처
분소득의 증가로 이란의 민간소비는 2000~07년 동안 연간 약
8%씩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아울렛 매장이 생겨나면서 소비시장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은 아시아․유럽․중동 세 대륙간 통로의 중심
에 위치한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란 북서부
는 동유럽과, 중서부는 이라크의 최장 국경을 접하고 중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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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특히 이란 동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
키스탄과 맞닿아 아시아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남쪽으로는 세계 원유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
무즈 해협과, 북쪽으로는 전 세계 미개발 천연가스․석유 매장
량의 1/3을 보유한 카스피 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함께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림 Ⅵ-1 이란 지도

자료: EIU, 2008 Countr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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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란은 다른 중동 산유국과 달리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
해 있으며, 역내 산업화 달성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의 비석유제품 수출은 약 500억 달러로 2008년 수출
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주변국 중 제1의 산업 선진국으로, 이란을 통
한 주변국 우회수출 전망 역시 매우 밝다. 이란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최근 고유가 시기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
한 정부의 경제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공업용 원자재, 플랜트
기자재를 비롯한 각종 생산설비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건설 플랜트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2) 부정적 요인

앞서 기술한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개발 및 테러
지원 문제로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최
근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및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이란 투자환경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7월 발효된 미국의 ｢포괄
적 이란제재법｣은 기존 ｢이란제재법｣에 이란의 정유부문에 대
한 투자 및 대이란 정유제품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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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차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이어
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 역시 독자적 이란 제재조치를 발표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수강경파로 평가되고 있는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재집권 역시 대이란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4차 개발계획기간(2000~04년)
동안 이란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이 불거지
던 2003년 이후로 이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
는 상황이다.
이란의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제
재와 함께, 이란의 바이백(buyback) 계약방식 역시 외국인 투자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바이백 계약은 투자자가 투자
에 관한 모든 재정지원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이란석유
공사(NIOC)로부터 생산물 분배방식 형태로 지급받으며, 계약 종
료 후에는 광구 운영권을 이란석유공사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이란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간 내에 증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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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이란의 기업환경 수준은 조사
대상 183개국 중 129위로 평가되어 이란의 기업환경 수준이 크
게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란에 대한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조
사결과를 살펴보면, 건설허가(143위), 소유권 등기(156위), 투자
자 보호(167위), 납세(115위)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창업(42위) 및 계약 이행(49위)

표 Ⅵ-2 이란 및 주변국의 기업환경 순위(2010년)

구 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한국

종합순위

129

11

40

94

16

창 업

42

13

46

18

60

건설허가

143

14

26

154

22

소유권 등기

156

1

4

93

74

융 자

89

46

72

72

15

투자자 보호

167

16

120

74

74

납 세

115

6

5

136

49

교역절차

131

18

3

21

8

계약 이행

49

140

134

143

5

폐 업

111

65

143

131

13

주: 전 세계 183개국이 평가대상이며,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순위가 낮아짐.
자료: Wolrd Bank(2010), “Doing Busin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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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항목은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란은 최
근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기업 이름의 검색 및 등재를 용이하
게 하였으며, 계약 관련 서류의 전자 파일링 시스템, 문자 알림,
전자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 이행이 보다 수월하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였다.

다. 수출환경

이란의 수입시장 규모는 최근 연간 두자릿대의 증가율을 기록
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50억
달러 수준이던 이란의 수입금액은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약 300억 달러 수준이던
이란의 수입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43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
며, 2008년에는 무려 69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고유가에 따른
오일 특수에 힘입어 에너지 플랜트 설비투자와 각종 부동산 개
발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
으로 소비재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세계
금융위기로 이란 수입시장 역시 영향을 받아 2009년 수입금액
은 2008년 대비 약 9% 감소한 6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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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향후 세계경제 회복 전망과 이에 따른 석유수요 확대가 예
상되어 2010년부터 이란 수입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에 따르면, 이란의 2010년
수입시장 규모는 67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에도 수입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에는 약 8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44)
그림 Ⅵ-2 이란의 수입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주: 2010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

44) Global Insigh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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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중국
과 UAE가 각각 13.5%, 9.8%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일(3위, 9.1%), 한국(4위, 6.9%), 러시아(5위, 5.6%)
순이다. 이들 상위 5개국이 이란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
유율은 44.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두비아의 대이란 재수출이
전체 두바이 재수출시장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물량
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란으로 들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독일 및 한국이 중국을 이은 제2위, 제3위
의 수입대상국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6위, 5.1%),
프랑스(7위, 4.2%), 인도(8위, 3.8%), 브라질(9위, 3.2%), 터키(10위,
3.2%)가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
다. 이란 수입시장에서 이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
율은 64.4%에 이른다.
2002~08년 동안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이란 수입시장
에서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의 점유율이 감소
하거나 정체를 보이는 반면, 중국을 필두로 한 한국, 인도 등 신
흥개도국들의 점유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중국의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2년 4.7%에
서 2008년에는 13.5%로 8.8%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독일은
2005년까지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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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이란의 10대 수입대상국 현황(2002년, 2008년)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8년

순위

국가

금액

1

독일

3,777

2

UAE

3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6.9%

1

중국

9,337

13.5%

2,152

9.6%

2

UAE

6,766

9.8%

스위스

1,989

8.9%

3

독일

6,298

9.1%

4

이탈리아

1,389

6.2%

4

한국

4,777

6.9%

5

프랑스

1,318

5.9%

5

러시아

3,911

5.6%

6

중국

1,046

4.7%

6

이탈리아

3,506

5.1%

7

한국

894

4.0%

7

프랑스

2,903

4.2%

8

러시아

874

3.9%

8

인도

2,645

3.8%

9

브라질

843

3.8%

9

브라질

2,244

3.2%

10

영국

769

3.4%

10

터키

2,233

3.2%

기타

7,273

32.6%

기타

24,753

35.7%

총계

22,324

100.0%

총계

69,374

100.0%

자료: IMF(2009. 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박철형․윤서영(2009)에서 재인용.

난 3년간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독일의 이란 수
입시장 점유율은 9.1%로 2002년에 비해 7.8%포인트나 감소하였
다. 이탈리아의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감소하는 추세인데,
2002년 6.2%의 점유율은 2008년에는 5.1%로 1.1%포인트 감소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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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점유율은 2.9%포인트
증가한 6.9%로 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과 비교
해 볼 때 중국의 이란 시장점유율 증가분의 약 절반에 그치는
규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이란 진출이 급속도로 확대되
고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우리의 대이
란 주요 수출품목의 현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위 10대 대이란 수출품목을 살
펴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이 경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
분품(HS 84)’은 중국의 최대 대이란 수출품목으로 전체 대이란
수출비중의 약 19%(약 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
리의 제3대 대이란 수출품목(총 수출의 13%, 600만 달러)이기도
하다. 또한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
품(HS 87)’도 중국(3위, 13%, 10억 달러)과 우리나라(2위, 14%,
600만 달러)의 대이란 수출에서 비슷한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철강(HS 72)’ 및 ‘철강제품(HS 73)’의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4~7위의 수출품목이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
한 지난 6년 동안 중국 수출 증가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철강의 경우 2002~08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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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국의 대이란 총 수출 증가율
(510%)의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의 철강수출은 대이란 총
수출 증가율(250%)의 약 3배 수준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Ⅵ-3 이란의 5대 수입대상국의 점유율 추이(2002~08년)

주: ( ) 안은 순위임.
자료: IMF(2009. 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박철형 외(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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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진출방향

가. 자동차산업

이란은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완성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의 자
동차 제조사들은 자체 원천기술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에 소극적이며 외국산 자동차의 완전조립제품(CKD) 또는
반조립제품(SKD)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주로 프랑스, 독일
및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이란 자
동차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KIA Pride는 이란 내 최
대 생산모델(2009년 3월 기준, 전체 승용차 생산량의 약 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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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Pride가 소득 수준이 낮은 이란인들이 구매하기에 적당한 가격
(약 7,700달러 수준)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자동차업체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차량모델 중 중저가 모델 생
산설비를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 판매 또는 설비 투자하는 방식
으로 이란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란의 국내산 자동차부품 육성정책으로
완성차 생산용 부품시장의 두드러진 성장은 기대하기 힘드나,
A/S 부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
대자동차는 이란 내 수입완성차 점유율 1위였던 도요타를 제친
바 있으며, 기아 완성수입차 역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
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 A/S 부품에 대한 수요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란 정부의 CNG 차량 확대 계획에 따라 관련 부
품 및 기자재 수출과 관련 설비시설을 매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
고 원유 정제시설 부족으로 국내 정제유 수요의 약 40%를 수입
에 의존하며, 노후화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
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휘발유와 C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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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Dual 연료시스템을 장착한 차
량 및 천연가스 차량 생산을 자동차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
고 있다. 정부의 CNG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련 기자재 및 CNG
관련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연료엔진, CNG
실린더, CNG 키트, CNG 탱크, CNG 충전소 기자재(CNG 컴프
레서, 연료시설, 측정도구, 제어기기 등) 등의 수출과, 가스연료
사용이 가능한 우리 자동차 모델의 생산설비를 이란 자동차 제
조업체에 매각 또는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 자본 및 설비 투자진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
동차산업 자체는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이란에 대한 투자는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첫째 가
능성은 미국 등이 이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능성은 이란 정
부가 투자설비 및 투자액을 볼모로 한국 정부에 정치적인 협조
를 요구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란은 프랑스
정부의 강경한 대이란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내 프랑스계
자동차 회사들의 철수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등 대이란
투자가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란의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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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국제정세와 이에 따른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가 있다.

나. 전력산업

외국기업에 배타적인 현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 출범 이후부
터 현재 민자 발전 이외의 프로젝트는 이란발전프로젝트위탁회
사(MAPNA, 영문명은 Iran Power Plant Project Management
Company)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정부발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
의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는 B.O.O, B.O.T. 방식을 통한 민자발
전 투자진출이 유일한 방안이나, 이 역시 외국기업의 합작기업
지분제한 관행, 30% 상당의 이란산 기자재의 사용 의무, 매우
낮은 전력판매단가(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요율 등으로
인해 관리 및 운영이 매우 힘든 여건이다.
한편 발전소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기자
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란 전력시장을 주도해온 ABB, Siemens, Alstom 등의 유럽 기업
들이 경제제재에 따라 대이란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기자재 및
부품 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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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던
Siemens는 2010년까지 이란 시장 대부분의 분야에서 철수하겠다
고 밝힌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오고 있다.
유럽 기업의 진출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A/S를 제공할 수 있는 현지 에
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산업은 시장 특성상 공
공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특히 중요하므로, 업계의 다양한 주체들
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조 및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 발굴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란
을 둘러싼 대외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
자체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으
로 이란과의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면 이란의 높은 성장잠재력은 곧 전
력시장의 수요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란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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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유화학산업

이란은 풍부한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저렴한 원
료가격과 전기료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산업을 집중 육
성하여왔다. 그러나 석유화학플랜트 프로젝트에 따르는 파이낸싱
부담과 함께 이란 정유부문까지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유
생산설비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이란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하고자 할 경우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반면 플랜트 기자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하에서도
이란 석유화학산업 참여가능 범위 및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플랜트 기자재 공급에 초점을 둔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플랜트 기자재의
경우 이란은 유럽 기업에 크게 의존하여 왔으나, 경제제재로 유
럽 기업들의 대이란 진출이 감소에 따라 최근 중국을 위시한 아
시아 국가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기자재의 경
우 현지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시장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석유화학플랜
트 기자재 부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국영석유화학공사

186｜이란의 주요 산업

(NPC)와 같은 발주처 또는 관련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지
EPC 계약자로의 벤더 등록 후 기자재 납품 기회를 탐색할 수 있
다. 특히 발주처로의 벤더등록은 시일이 오래 걸리나 프로젝트
수주 EPC 계약자를 통하면 비교적 쉽게 등록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한편 석유화학제품은 우리의 대이란 주요 수출․수입 품목으
로, 2009년 기준 한국이 이란에 수출한 석유화학제품 규모는 약
8억 5,0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약 4억 5,000만 달러였다. 그러
나 최근 이란 국내외 정황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정유제품 수입이 어
려워지자 이란은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휘발유 생산설비로 전환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축소가 불가피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유보되고 있는 휘발유 보조금
삭감 정책이 시행된다면 휘발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석유화학제
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란과 석유화
학제품을 교역하는 우리 업체들은 현지 및 국제정세와 시장동향
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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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1. 자동차(Auto)
1-1. 유관기관
(1)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 주소: Shahid Kalantari St, Ostad Nejatollahi Ave, Ferdosi SQ,
Tehran, Iran
- 전화: (98-21) 8889-5776
- 팩스: (98-21) 8890-0196
- 웹사이트: www.mim.gov.ir
- 주요 활동: 이란의 모든 산업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2)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IDRO)
- 주소: Vali-e-Asr Buliding, Vali Asr St, Jam-e-Jam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2204-4101~9
- 팩스: (98-21) 2204-0010
- 웹사이트: www.idro.org
- 주요 활동: 이란 광공업부(MOIM) 산하의 조직으로, 국가 기반시설과
관계된 산업 ․ 기술 개발을 맡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기
업의 지분도 다량 보유한 지주회사의 성격
(3) Iran Vehicle Manufacturers’Association
- 주소: No.29, Jahan Koodak Junction, Africa Highway, Tehran, Iran
- 전화: (98-21) 8879-3970
- 팩스: (98-21) 8879-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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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ivma.ir
- 주요 활동: 자동차 제조 기업을 위한 영리활동
1-2. 주요 기업
(1) Iran Khodro Co.
- 주소: Km 14 of Karaj Special Rd., Tehran, Iran
- 전화: (98-21) 4890-5800, 4822-8429
- 팩스: (98-21) 4890-5702, 4822-5714, 5818
- 웹사이트: www.ikco.com
- 주요 활동: 이란 양대 국영 자동차회사 중 하나로 푸조, 르노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현지 제조
(2) SAIPA
- 주소: Km 15 Karaj Special Road, Tehran, Iran
- 전화: (98-21) 4895-2802
- 팩스: (98-21) 4419-6285
- 웹사이트: www.saipacorp.com
- 주요 활동: 이란 양대 국영 자동차회사 중 하나로 기아, 씨트로앵, 르노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현지 제조
(3) Pars Khodro Co.
- 주소: Km.9 Karaj Makhsous Road, Tehran, Iran
- 전화: (98-21) 4450-4094, 4450-4086~92
- 팩스: (98-21) 4450-4614
- 웹사이트: www.parskhodro.ir
- 주요 활동: SAIPA의 자회사로 KIA Pride, Nissan 등 브랜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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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PCO
- 주소: Km 12, Karaj Special Road, before Iran Khodro Cross Road,
Tehran, Iran
- 전화: (98-21) 4892-2223
- 팩스: (98-21) 4490-4944
- 웹사이트: www.sapco.com
- 주요 활동: Iran Khodro 계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5) Sazeh Gostar Saipa Engineering Consultant Co.
- 주소: Km 9 Karaj special road, Tehran, Iran
- 전화: (98-21) 4891-2315,2395
- 팩스: (98-21) 4452-5858
- 웹사이트: www.sazehgostar.com
- 주요 활동: SAIPA 계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6) Assan Motor Co.
- 주소: Km 8 Karaj Special Road, 16th Alley, Tehran, Iran
- 전화: (98-21) 4450-4500
- 팩스: (98-21) 4451-4747
- 웹사이트: www.assanmotor.com
- 주요 활동: 현대자동차 이란 에이전트
(7) Atlas Khodro Co.
- 주소: Km 8 Karaj Special Road, 16th Alley, Tehran, Iran
- 전화: (98-21) 4456-1234
- 팩스: (98-21) 4456-7172
- 웹사이트: www.atlaskhodro.com
- 주요 활동: 기아자동차 이란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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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tareh Iran
- 주소: No. 21, Zaferanieh St., Tehran, Iran
- 전화: (98-21) 2275-1403
- 팩스: (98-21) 2275-1019
- 웹사이트: www.setarehiran.com
- 주요 활동: Mercedes Benz 이란 에이전트

2. 전력(Power)
1-1. 유관기관
(1) Ministry of Energy
- 주소: Ministry of Energy Build., Niayesh Highway, Vali-e-Asr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8160-6000~3
- 팩스: (98-21) 8160-6132
- 웹사이트: www.moe.org.ir
- 주요 활동
⋅ 이란의 전력산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 이란 내 발전 및 송․배전, 수자원 공급, 유지보수, 상수 및 전력요

금의 책정 및 징수 등 에너지 관련 모든 업무 관장
(2) Tavanir
- 주소: Central Building of Tavanir Co., Abbaspour St., Vanak Sq.,
Tehran, Iran
- 전화: (98-21) 84771
- 팩스: (98-21) 8877-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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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tavanir.org.ir
- 주요 활동
⋅ Ministry of Energy 산하의 전력지주회사
⋅ 이란 전역의 발전 및 송․배전 부문을 총괄하는 핵심 국영전력회사

(3) Iran Organization for new Energies (SUNA)
- 주소: Building of Energy Department, Shahid Dadman Blvd, Shahrak
Gharb, Tehran, Iran
- 전화: (98-21) 8808-4771
- 팩스: (98-21) 8888-6970
- 웹사이트: www.suna.org.ir
- 주요 활동
⋅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열), 지열 등) 에너지 개발 담당
⋅ Tavanir의 자회사

(4) Iran Energy Efficiency Organization (SABA)
- 주소: Building of Energy Department, Shahid Dadman Blvd, Shahrak
Gharb, Tehran, Iran
- 전화: (98-21) 8808-5006
- 팩스: (98-21) 8888-4310
- 웹사이트: www.saba.org.ir
- 주요 활동
⋅ 이란의 에너지자원 절약 및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 기술적․경제적 지원 수행
⋅ Tavanir의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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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기업
(1) MAPNA(Iran Power Plant Project Management Co.)
- 주소: No. 231, Mirdamad Blvd, TEHRAN, IRAN
- 전화: (98-21) 8198-1101~2
- 팩스: (98-21) 2290-8597~8
- 웹사이트: www.mapna.com
- 주요 활동
⋅ 이란 내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최대 기업
⋅ Tavanir의 자회사로 민영화 추진 중

(2) IPDC (Iran Power Development Co.)
- 주소: No.3, Shahamati Alley, Valiasr Sq., Valiasr St., Tehran, Iran
- 전화: (98-21) 8890-9012~13, 8890-2113~4
- 팩스: (98-21) 8880-8454, 6994
- 웹사이트: www.ipdc.ir
- 주요 활동
⋅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주계약자로서, 이란 전력 네트워크를 개발

하고 사기업들의 투자 유치
⋅ Tavanir의 계열 회사

(3) IWPC (Iran Water & Power Resources Development Co.)
- 주소: No.40, Bidar St., Afrigha Cross Valiasr St., Tehran, Iran
- 전화: (98-21) 2202-6001~20, 6101~3
- 팩스: (98-21) 2202-6105
- 웹사이트: www.iwpco.com
- 주요 활동
⋅ 수력발전의 잠재력 연구, 기획, 운영, 자문, 개발

(관련 설비 개발 공급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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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TKAB (Expert Holding Company for Management of Manufacturing
and Provision of Water and Power Equipment)
- 주소: No.120, Khoramshahr St., North Sohrevardi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8874-0531~3
- 팩스: (98-21) 8274-1301
- 웹사이트: www.satkab.com
- 주요 활동
⋅ 전기 설비를 계약자에게 공급
⋅ 에너지부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주요 전기설비 제조사들을 감독
⋅ 주로 수력발전(발전소, 댐, 터널, 송전라인 등) 프로젝트 입찰 자문

이행, 기자재(변압기, 케이블, 파이프, 밸브) 판매
(5) Iran Power Plant Repairs Company
- 주소: North side of Montazer Ghaem Power Plant, Malard road, Karaj,
Iran
- 전화: (98-261) 661-3020
- 팩스: (98-261) 660-4252
- 웹사이트: www.ipr-co.ir
- 주요 활동
⋅ 전력산업 설비의 제조, 설치, 정밀검사, 수리, 품질관리 등 담당
⋅ Tavanir의 자회사

(6) Iran Grid Management Co.
- 주소: Rashid Yasami St., Mirdamad Blvd., Vali-e-Asr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8864-4790, 8864-4827
- 팩스: (98-21) 8878-4574
- 웹사이트: www.igm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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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 발전, 송․배전 시설을 포함한 이란 내의 전력 네트워크를 확장시

키는 일 담당
⋅ Tavanir의 감독을 받음

(7) Tehran Regional Electrical Company
- 주소: Bargh Blvd, Faraz Alley, Saadat abad, Tehran, Iran
- 전화: (98-21) 2381-2644, 23819
- 팩스: (98-21) 2381-2644, 2212-0808
- 웹사이트: www.trec.co.ir
- 주요 활동: 테헤란 지역을 담당하는 전기회사로, 지역 프로젝트 입찰
관리 및 이행

3. 석유화학(Petrochemical)
1-1. 유관기관
(1) APEC: Association of Petroleum/Petrochemical Industr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 주소: No.15, 18th St., N.Kheradmand Ave. Tehran-15858-96571, Iran
- 전화: (98-21) 8831-8701
- 팩스: (98-21) 8882-4669
- 웹사이트: www.irapec.com
- 주요 활동
⋅ 1990년에 설립됐고, 현재 130개 민간기업(엔지니어링 기업, EPC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 회원사의 권리 보호, 경제적 ․ 사회적 복지 향상, 오일 ․ 가스 ․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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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야 정보교환 및 협력 확대, 산업정보 및 국제통계, 최신기
술 동향 정보 수집, 실제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으로 정부에 의견
제시 또는 법 초안 마련 협업 등의 활동 수행
1-2. 주요 기업
(1) NPC(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of Iran)
- 주소: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Building, Sheikh Bahali Street,
P.O. Box 19395, Tehran, Iran
- 전화: (98-21) 8805-9760
- 팩스: (98-21) 8805-9701
- 웹사이트: www.nipc.net
- 주요 활동
⋅ 1963년에 설립된 이란 석유부 산하의 최대 석유화학 기업
⋅ 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며,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판매, 분배, 수출함.
⋅ 9개의 생산단지와 18개의 프로젝트 수행 기업을 포함, 50여 개의

자회사를 지휘․감독
(2)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 주소: No. 2499 , Vali Asr Ave., Vanak Sq. Tehran, Iran
- 전화: (98-21) 8281
- 팩스: (98-21) 8285-3001~2
- 웹사이트: www.petrochem-ir.net
- 주요 활동
⋅ 1990년 설립된 화학제품, 폴리머, 비료, 원료유․액화가스 취급기업
⋅ 영국, 독일, 중국, 싱가포르, 인도, 아랍에미리트, 한국, 터키 등에

9개의 외국사무소와 자회사를 두고 있고, 세계 30여 개 에이전트와
더불어 무역활동 확대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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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ak Petrochemical Complex
- 주소: No.3, Taban St. Vali-e-Asr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82120
- 팩스: (98-21) 82121
- 웹사이트: www.arpc.ir
- 주요 활동
⋅ 1984년 설립, 석유화학․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건설
⋅ polyethylene, polypropylene, butadiene, poly-butadiene, acetic acid,

vinyl acetate, oxide ethylene and ethylene glycol, 2ethyl hexanol and
butanols, ethanol amines 등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4) Iranian Offshore Petrochemical Company
- 주소: No. 38, Tooraj St., Vali-Asr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2266-4393~5
- 팩스: (98-21) 2266-4401
- 웹사이트: www. iooc.co.ir
- 주요 활동: 1980년에 설립되어 생산작업․기술(엔지니어링)․건설․
계획 수립․탐사계획․경영․재원조달 관리 등 수행
(5) Fanavaran Petrochemical Company
- 주소: No.18, Gandhi Street, Tehran, Iran
- 전화: (98-21) 8866-0970
- 팩스: (98-21) 8888-1400
- 웹사이트: www.fanavaranco.ir
- 주요 활동: methanol, acid acetic 등 취급
(6) Razi Petrochemical Company
- 주소: No.7, Farivar St., Ghaem Magham Ave., Tehra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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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98-21) 883-9512
- 팩스: (98-21) 883-5116
- 웹사이트: www.razip.com
- 주요 활동
⋅ 1968년에 설립되어 암모니아, 요소, 비료, 황산, 인산, DAP 등 생산
⋅ 최근 생산력 제고, 품질향상 및 최신기술 도입을 추진하여 이란

최대의 비료공장을 갖게 되었고, 암모니아 및 요소 수출 부문에
서도 최대 기업이 되었음.
(7) Petrochemical Industries Investment Company
- 주소: No.101, West Hoveizeh St., Sohrevardi Ave, Tehran, Iran
- 전화: (98-21) 8852-4497
- 팩스: (98-21) 8852-4493
- 웹사이트: www.piicgroup.com
- 주요 활동
⋅ 1992년에 설립되어 생산, 기술지원 ․ 엔지니어링, 무역 ․ 투자, 프로

젝트, 자본투자 등 활동
⋅ 테헤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SSIC(Social Security Investment

Company)와 NPC가 주요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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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산업별 주요 전시회
1. 자동차(Auto)
￭ 전시회명: IAP 2010(Iran International Auto parts Exhibition)
◦ 부제: The 5th Auto Parts & Equip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 주최: IDRO International Trading Co.

- 주소: No.15, 9th St., Gandi Ave., Tehran 15177, Iran
- 전화: (98-21) 8888-9236
- 팩스: (98-21) 8879-9496
- 이메일: f.dolat@idro-fairs.com, info@idro-fairs.com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11.18~21 / 테헤란 국제전시장
◦ 웹사이트: www.idro-fairs.com
◦ 전년도 개최 규모

- 면적: 13,000sqm
- 참가국: 14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한국 등)
- 참가기업 수: 개최국-490개국, 외국-221개국(한국-18개사)
- 외국 참관객 수: 2,000명
◦ 기타 참고사항: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 주요 전시분야는 자동차, 이륜차이며, 다음 12개 품목으로 구분
(Casting, Forging, Metallurgy / Press Shop / Electronics / Power Train
/ Plastic, Chemical / Trims / Suspension / Standard Parts / Pumps,
Filters, Locks Press Shop / Glass, Light, Mirrors / Tools, Die, Machinery
Mfg. / Designing & Quality Inspection, Engine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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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Power)
￭ 전시회명: IEE 2009
∘ 부제: 10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Electricity Industry
∘ 주최: Ministry of energy-public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주소: No.1, Golestan 1, Derakhty Blvrd., Dadman Blvd., Shahrak e
gharb, 1998136944-Tehran, Iran
- 전화: (98-21) 2236-6140, 6230, 6911, 6943, 6948
- 팩스: (98-21) 2236-7789
- 이메일: info@elecshow.ir
∘ 개최 기간 및 장소: 2009.10.29~11.1 / 테헤란 국제전시장
∘ 웹사이트: www.elecshow.ir
∘ 전년도 개최 규모

- 참가국: 5개국 (중국, 한국, 터키, 프랑스, 인도)
- 참가기업 수: 개최국-458개국, 외국-42개국(한국-3개사)
∘ 기타 참고사항: 2년마다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전기 품목 전시회
￭ 전시회명: Iran electricitex 2008
∘ 부제: The 3rd International Exhibition of Electricity&Telecommunication
∘ 주최: Tabriz International Fair company, Saya Namaye Parsian Consultant

Company
- 주소: Unit 2, First Floor, No.13, Baghban St., Tehran Vila, Satarkhan
St., Tehran, Iran
- 전화: (98-21) 6652-1199, 6652-1188
- 팩스: (98-21) 6651-5858
- 이메일: info@tabrizfair.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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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기간 및 장소: 2008.8.28~30 / 타브리즈 국제전시장

- 2010년의 제4회 전시회는 동일 장소에서 11.2~5일 개최 예정
∘ 웹사이트: www.tabrizfair.ir, www.iranelectricitex.com
∘ 전년도 개최 규모

- 면적: 7,000sqm
- 참가국: 8개국(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 대만, 터키, 프랑스,
오스트리아)
- 참가기업 수: 개최국-125개국, 외국-22개국
∘ 기타 참고사항: 2년마다 개최되는 전기 ․ 통신제품 주요 전시회

3. 석유화학(Petrochemical)
￭ 전시회명: IRANPLAST 2010
◦ 부제: 7th IRANPLAST International Exhibition
◦ 주최: National Petrochemical Co. (NPC)

- 주소: No.1, Alizadeh Alley, North Bahar Street, Sadr Highway, Tehran,
Iran
- 전화: (98-21) 2224-7481
- 팩스: (98-21) 2224-7480
- 이메일: info@iranplastfair.ir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6.23~26 / 테헤란 국제전시장
◦ 웹사이트: www.iranplastfair.ir
◦ 전년도 개최 규모

- 면적: 40,000sqm
- 참가국: 22개국(중국, 대만, 독일, 이탈리아, 터키, 한국,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인도, 캐나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영국, 네덜
란드, 카타르, 일본, 스웨덴 등)
- 참가기업 수: 개최국-423개국, 외국-256개국(한국-1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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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199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 주요 전시분야는 석유화학제품이며,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음.
a. Raw Materials: Polystyrene-Ethylene & Polyethylene, Polypropylene,
PVC Blends, Rubbers 등
b. Finished & Semi Finished Products: Packaging Products, Films &
Sheets Production, Laminated Products, Pet Bottles, Household
Petrochemical Products, Construction Products 등
c. Machinery & Equipments: Mixers, Grinders, Crushers, Press &
Compression Machines, Foaming Machineries, Cutting Machines, Silk
Screen Machines, Welding Machines 등
d. Services: Technical & Engineering Services, After Sales Services,
Software Services, Directories, Associations, Subcontracting, Information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Training Services, Turn Key Projects,
Import & Export Services 등

￭ 전시회명: Iran Oil Show 2010(Iran International Auto parts Exhibition)
◦ 부제: 15th International Oil, Gas, Refining & Petrochemical Exhibition
◦ 주최: Saba Naft Co.

- 주소: No.15, Keshavarz blvd, Vali Asr Sq., Tehran, Iran
- 전화: (98-21) 8892-5698~9
- 팩스: (98-21) 8892-7447
- 이메일: info@iran-oilshow.ir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4.23~26 / 테헤란 국제전시장
◦ 웹사이트: www.iranoilshow.org
◦ 전년도 개최 규모

- 면적: 75,000s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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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29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UAE, 벨기에,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라루스, 인도, 카타르,
터키, 바레인,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미국, 사우디, 홍콩)
- 참가기업 수: 개최국-972개국, 외국-547개국(한국-12개사)
- 외국 참관객 수: 3,000명
◦ 기타 참고사항: 199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 주요 전시분야는 에너지 ․ 화학이며, 다음 품목으로 구분
(Oil․Gas Upstream and down stream technologies, Petrochemicals and all
relevant machinery, equipment, software, project management and
consultant, exploration and production, general contractor,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ntractor, engineering consultants, research and training,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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