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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
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
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
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
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
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
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
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
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
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
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
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국문요약 • 3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
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
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
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
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
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
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
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
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
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
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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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
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
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
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
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
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
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
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
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
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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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
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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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1월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
기 위해 같은 해 5월에는 한·이란 정상회담도 개최되었다. 이후 원유를 포함하
여 양국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고,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되었다. 이란
정부도 한국기업에 대해 단순한 교역 이외에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해제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현 시
점에서 투자가 동반된 산업협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양국간 산업협력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더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
이란 2차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자국민에 대한 1차 제재가 유지되면서 미국 달
러를 이용한 교역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이란
투자 분위기는 냉각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핵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이란의 하
산 루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이란의 대외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지만 향후 미국·
이란 간 관계 개선은 용이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들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
들이 이란의 거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대이란
진출 경쟁은 약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미국·이란 간 긴장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함과 동시에 이란과의 협력 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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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
을 산업협력 대상 부문으로 선정한 것은 먼저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의지도 강한 부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석유화학 부문은 이란의 풍부한 석유 및 가스자원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이 뛰
어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이전 연간 160만 대를 생산할 정도로 역내 최대의 자동차부품 생산 및 조립생
산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이란 정부는 양 부문에 대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 부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도 1960년대부터 육성되기 시작
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고, 이에 기반하여 대외진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에 필요한 구체적인 산업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익 증진을 위해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란의 정치, 국제관계, 거시경제, 산업
구조, 경제정책,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 전반적인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을 살
펴볼 것이다. 이는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들로서, 특히 국제사회와 이란 간 핵문제 타결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둘째,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산업정책 및
제도,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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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셋째, 한·이란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함께 석유화학 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각각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협
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 및 석유
화학 부문, 자동차 부문 등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대이란 제재 해
제 이후 출간된 문헌으로는 오경일 외(2016)가 대표적이다.1) 이는 한국수출입
은행과 주이란 한국대사관의 집필자 간 협업으로 작성되었으며, 석유화학 산업
과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주요 개발계획, 향후
전망, 국내 기업 진출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Dobbs et al.(2016)은 석유화
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18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란 경제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향후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전과제를 밝히고
있다. 백준기 외(2016)는 구체적인 산업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미국, 러시아, EU 등과의 국제관계를 살펴보고 이란의 경제발전전략과 양국간
산업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분석을 위해 1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EIU, BMI 등 글로벌 경제·산업분석기관에서 제공하
는 각종 거시경제 및 산업 데이터와 함께 이란의 통계청, 증권거래소 등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 및 자동
차 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에는 불가피하게 이란 ITSR 연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득한 내부 자료를 활용
하였다.
셋째, 이란 현지 조사 및 관계기관 방문,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란의 석
유화학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이란의 산업협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2) 이는 본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양국 산업협력에 기여할 수
1) 2016년 이전 문헌으로는 윤서영, 박철형, 강성수(2010), 이권형, 박재은, 박현도(2012)가 있다.
2) 이란 현지 조사는 2017년 11월 3~10일 이루어졌다. 관계 기관으로는 NPC(National Petro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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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넷째, 국내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LG경제
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산업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산업정보를 파악하였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 산업협력방안 수립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및 산업분석 보고
서를 기초로 산업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등을 설명하
였다. 2장에서는 이란의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주요 경제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3장과 4장
에서는 각각 석유화학 부문과 자동차 부문을 분석하였다. 각 부문별로 산업구
조와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심
층적인 산업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장, 3장 및 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이란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
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별 SWOT 분석을 실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먼저 이란 현지의 전문가 인터뷰 및 1차 통계를 토
대로 산업 차원의 심층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경
Company), IDRO(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 TPO(Trade Promotion
Organization), ITSR(Institute for Trade Studies and Research)을 방문하였다. 관련 기업으로는
쉬라즈 소재 석유화학업체(Shiraz Petrochemical Company)와 카오디오 제조업체(Aria Afzar
Shiraz Company)를 방문하였다.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내 기관 및 민간 법인으로는 한국수출
입은행과 코트라, 법무법인 지평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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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2016)에서도 산업별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문헌에 산재된 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란의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을 방문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새로운 산업정보를 생산하고 보다 현실적인 양국간 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규모 투자사업 이외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
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현 시점에서는 양국 공공기관 주도로 생산성 향상 또는 직업훈련에 필요
한 사업을 개시하거나,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 주도로 중소형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협력방안을 통
해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이 확대된다면 그만큼 양국간 기업 교류가 더욱 활
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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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2013년 8월 취임한 하산 루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당시 대
이란 경제제재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핵협상을 재
개하였다.3) 루하니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과의 핵협상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판
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
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갔다. 그 결과 루하니 대통령 취임 2년 만인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타결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동 계획에 따라 이란의 후속조치 이행이 확인되면서 2016년 1
월 17일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
이후 루하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정치적 입지를 보다 견고히 하였다. 2016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
쳐 치러진 이란 의회 총선에서는 개혁파와 중도파가 전체 의석 290석 중 121
석을 획득하며 83석에 그친 보수파를 압도하였다(그림 2-1 참고).4) 이란 총선
에서 개혁·중도파가 승리한 것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며, 특정 정파
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개혁·중도파 성향이 많아 사실상 개혁·중도파
가 과반 의석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 더불어 2016년 2월 제1차 총
선과 동시에 시행된 국가지도자 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 위원 선거에
서도 개혁·중도파가 총 88석 중 56석을 획득하며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1 참고).6) 국가지도자 운영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임
3) 본 연구에서 외국 인명의 표기는 현지 발음에 따름.
4) Faghihi(2016. 5.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0).
5) 인남식(2016), p. 9.
6) 인남식(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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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가
77세(선거 당시 기준)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7)

그림 2-1. 2016 이란 의회 총선 결과

5
81
121

83

개혁·중도

보수

독립

소수종파

주: 그래프 안의 숫자는 획득 의석 수를 나타냄.
자료: Faghihi(2016. 5.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0).

표 2-1. 2016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선거 결과

정파

획득 의석 수
정파 단독

정파간 복수후보 공유

합계

희망 리스트(친루하니 성향)

14

42

56

투쟁하는 성직자 연합(이념 혼재)

1

67

68

‘곰(Qom)’ 신학교수 협회(이념 혼재)

2

62

64

무소속

4

0

4

주: 총 의석은 88석이나 정파간 후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파별 획득 의석 수 합계는 이를 초과함.
자료: 인남식(2016), p. 11.

7) 인남식(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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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대 선거에서 개혁·중도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루하니 정
부는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핵협상 타결 이후
국내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루하니 정부의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보수세력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
다. 즉 미국의 자국민에 대한 1차 제재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 달러화 금융거
래가 불가능하고,8)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급속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
지되는 등 제재 해제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
지고 있다.9) 아울러 2017년 1월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보수세력의 입장을 강화시
켜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루하니 대통령은 2017년 5월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
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루하니 대통령은 57.1%의 득표율을 얻어 38.3%로
2위를 차지한 보수파 후보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를 크게 앞선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번 득표율 57.1%는 2013년 대선 득표율 50.9%보다도
6.2%p 높아진 수치이다.10) 이는 루하니 정부의 현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
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역내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 등은 루하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8) 미국의 이란 제재는 크게 1차 제재(Primary Sanction)와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로 나뉘며,
핵협상 합의에 따라 2차 제재만 적용 유예되었다.
9) ‘외국인투자 유입’에 관해서는 2절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10) “Hassan Rouhani wins Iran’s 12th presidential election”(2017. 5.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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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관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은 핵협상 타결 직후부터 각국 정상 및 고위급 각료의
이란 방문 등 이란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5
년 7월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은 기업대표단과 함께 이란을 방문하여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양국 기업간 교
류 확대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16년 1월 방문한 중국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9개 부처 고위급 대표단은 루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각료들과 대규
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양국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11) 이어
2016년 4월에는 프랑스 교통부 장관 알랭 비달리스(Alain Vidalies)가 이란
을 방문하여 이란 공항 개발, 항구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
도 영국, 일본, 터키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핵협상 타결 직후 이란을 직접 방문
하여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란 간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
다. 2016년 12월 미국 상원은 이란제재법(ISA: Iran Sanction Act) 10년 연
장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더
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2017년 1월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
여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
하였다. 또한 재무부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란
군부 및 혁명수비대(IRGC: Ir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지원’ 또
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개인과 단
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다(표 2-2 참고).12)

11) Tan(2016. 1.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2).
12) IRGC는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까지 이권 사업을 확대하며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추정에 의하면 IRGC가 수익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기업이 220여 개에 달하며, 석유화학 자산 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KPMG
(2017), p. 6; FDD(2016), p.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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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
일시
1월 17일
2016년

제재 이유

제재 대상

·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군수품 조달

Mabrooka Trading 포함

과정 참여
·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3월 24일

· 미국에 의해 테러그룹으로 지정된
마한 항공(Mahan Air) 지원

2월 3일

2017년

·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 혁명수비대 지원

5월 17일

·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7월 18일

· 이란 군부 및 혁명수비대 지원
·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핵심 기업인

7월 28일

SHIG(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와의 연계

10월 13일 · 이란 군부 및 혁명수비대 지원

3개 단체 및 개인 8명
Shahid Nuri Industries 포함
6개 단체 및 개인 2명
Royal Pearl General T.R.D. 포함
12개 단체 및 개인 13명
Ruan Runling 포함
4개 단체 및 개인 2명
Ramor Group(RG) 포함
8개 단체 및 개인 8명
Amir Al Mo’Menin Industries
포함 6개 단체
Shahid Alamolhoda Industries
포함 4개 단체

자료: Iran Watch, Enforcement, Sanctions, http://www.iranwatch.org/sanctions(검색일: 2017. 12. 5).

더불어 2017년 10월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이행 준수 여
부에 대한 판단을 ‘불인증(decertify)’ 의견으로 의회에 넘기며 미국의 반이란
정책기조를 다시 밝혔다. 선언 발표 직후 루하니 대통령은 핵합의가 이란의 권
리와 이익에 부합하는 한 이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행동에
맞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국 정
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핵합의는 미국뿐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과 독일이 참여한 국제적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이스라엘과 사
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역내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최근 갈등관계가 격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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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이란의 경제적 부상 및 역내 패권 확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위기
의식이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더욱 고조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고
위 성직자 47명을 집단 처형한 이후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성직자 처형에
항의해 이란 시위대가 주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공격하였고, 사우디아
라비아는 이를 계기로 이란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였다. 이어 2017년 6
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12개국이 카타르가 이란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며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
하였다.13)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2012년부
터 2015년 핵협상 타결 전까지 이란은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특히
2012~13년은 미국, EU 등 서방국의 제재 강화에 따른 원유 수출량 감소로 인
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표 2-3 참고).14) 2012년 7월 EU는 이란 원
유 수송선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을 금지하였으며, 2012년 8월에는 미국이 이
란위협감축법(ITRA: Iran Treat Reduction Act of 2012)을 발효하여 이란
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후 이란의 원유 및 천연
가스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당해 물가상승률이 30.8%에 이르면서 내수
13) 이권형, 박재은, 박현도(2017), p. 5.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
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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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2012년과 13년 각각 -7.7%, -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부분적 제재조치 완화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 하반기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2015년 이
란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원유 수출액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2015년 이란의 GDP 대비 경상수지
는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인 2.4%를 기록하였다.

표 2-3. 주요 거시경제지표(2011~17년)
구분
명목 GDP
(십억 USD)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명목
GDP(USD)
1인당 GDP
(PPP)(USD)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재정수입(%)
GDP 대비
재정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구(백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77.2

389.2

396.4

423.4

375.4

404.4

427.6

3.5

-7.7

-0.3

3.2

-1.6

12.5

3.5

7,680.9

5,118.5

5,152.0

5,395.8

4,723.5

5,026.7

5,252.4

18,183.5 16,890.3 16,906.3 17,417.0 17,107.3 19,256.1 20,029.5
10.4

6.0

6.7

3.2

2.4

4.1

5.1

18.9

13.9

13.4

14.2

16.1

17.3

18.8

18.3

14.3

14.4

15.4

17.9

19.5

21.0

21.2

30.8

34.7

15.6

11.9

9.0

10.5

75.1

76.0

76.9

78.5

79.5

80.5

81.4

주: 2016년은 추정치, 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
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그러나 이란은 핵협상 타결 이후 원유 생산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
고, 외국인투자 유입이 재개됨에 따라 2016년 1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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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5) 2017년에는 저유가 기조, 원유 생산 증가율 둔화, 전년도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부터 경제제재 해제 전까지 일일 200만 배럴대에 머물렀던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356만 배럴로 상승하였으며, 이란의 원유 수출량도
2016년 194만 배럴을 기록하여 전년(108만 배럴) 대비 81.5% 상승하는 등 빠
른 회복세를 보였다(그림 2-2 참고).16)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12월
OPEC 국가들이 석유 감산에 합의함에 따라 일일 380만 배럴로 제한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이란은 2017년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일일 381만 배럴,
383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2017년 들어 생산 가능한 최대한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7) 원유 수출량도 2017년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일일

그림 2-2. 원유 생산량/수출량 추이
(단위: 백만b/d)
4.5
4
3.5
3
2.5
2
1.5

생산량

’17-09

’17-08

’17-07

’17-06

’17-05

’17-04

’17-03

’17-02

’17-01

’16-12

’16-11

’16-10

’16-09

’16-08

’16-07

’16-06

’16-05

’16-04

’16-03

’16-02

’16-01

’15-12

’15-11

’15-10

’15-09

’15-08

’15-07

1
0.5

수출량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 https://www.eia.gov/outlooks/steo/data/browser(검색
일: 2017. 11. 1); Bloomberg, OPEC Crude Oil Production/Iran(검색일: 2017. 11. 3).

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
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16)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 https://www.eia.gov/outlooks/steo/
data/browser(검색일: 2017. 11. 14); OPEC(2016), p. 52.
17)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 https://www.eia.gov/outlooks/steo/
data/browser(검색일: 2017. 11. 14).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 • 29

205만 배럴, 219만 배럴을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18)
저유가 기조의 영향으로 원유 수출수익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증
가로 인해 2016년 이란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4.1%를 기록하여 전년
(2.4%) 대비 1.7%p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지속되어 이란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5.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GDP 대비 재
정수입은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회복 등으로 인해 2016년 17.3%를 기록하며
2015년 16.1% 대비 1.2%p 증가하였다.19) 2017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입
이 18.8%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정부가 일
자리 창출 등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20) 더불어 2016년 해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전년 20.5
억 달러 대비 64.5% 증가한 33.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리알화는 소폭의 등락
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2-3 참고).21)
이란 증시의 대표 지수인 테헤란 주가지수(TEDPIX)는 2016년 1월부터 3
월까지 32.1% 급등하여 2016년 3월 31일 81,480을 기록하는 등 제재 해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2016년 일평균 거래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하였다(그림 2-4 참고).22) 2000년도부터 두 자릿수대를 유지해온 이란의 연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6년 9.0%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리알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2017년 이란
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5%를 기록하여 다시 두 자릿수대로 높아질 전망

18) Bloomberg, OPEC Crude Oil Production/Iran(검색일: 2017. 11. 3).
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
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
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21) UNCTAD(2017), p. 224; IHS, Global Insight’s Comparative World Overview 2017, http://
connect.ihs.com/insight/economics(검색일: 2017. 11. 1).
22) Tehran Stock Exchange, Index Archives, http://www.tse.ir/en/archive.html(검색일: 2017.
11. 7).

30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그림 2-3. 환율 추이
(단위: 리알화/US달러)
38,000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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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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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HS, Global Insight’s Comparative World Overview 2017, http://connect.ihs.com/insight/economics(검
색일: 2017. 11. 1).

그림 2-4. 테헤란 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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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ehran Stock Exchange, Index Archives, http://www.tse.ir/en/archive.html(검색일: 2017. 11. 7).

이다.23) 한편 2016년 6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해외 동결자산 유입 및 국제 금융시장으로의 접근 재개
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
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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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란의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반영하여 이란의 신용등급을 기존
7단계에서 6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표 2-4 참고).24)

표 2-4. 이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

경제제재 해제 이전

경제제재 해제 이후

변경일

OECD

7

6

2016년 6월

한국수출입은행

C3

C2

2016년 1월

주: 1) S&P, Moody’s, Fitch Rating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음.
2) OECD로부터 이란과 같은 ‘6’등급을 받은 국가로는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란과 같은 ‘C2’등급을 받은 국가로는 바레인, 러시아 등이 있음.
자료: OECD(2017), p.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http://keri.koreaexim.go.kr/site/
program/board/basicboard/credit?menuid=007001003002(검색일: 2017. 11. 7).

나. 주요 경제현안
높은 실업률은 국내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란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 비중은 2016/17년 기준 약 12.4%를 기록하
였으며, 이 가운데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2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2-5 참고).25)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2017/18년 1/4분기 이란의 실업률(12.6%)은 2016/17년
동 분기 대비 약 0.4%p 증가한 수치이며, 2017/18년 1/4분기 청년실업률
(26.4%)도 2016/17년 동 분기에 비해 약 1.5%p 증가하였다.26) 이에 2017년
4월 이란 정부는 2018년 3월까지 97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종합 일자리 창출 계획(Comprehensive Employment Plan)을 발표하였
24) OECD(2017), p. 2.
25) SCI(2017), p. 5.
26)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경제/시장정보, Preview and Forecast of Iran’s Economy, http://
irn.mofa.go.kr/korean/af/irn/policy/market/index.jsp(검색일: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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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2017년 5월 8일 이란 노동복지부 장관 알리 라비에이(Ali Rabiei)는 높
은 실업률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해당 종합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28)

그림 2-5. 실업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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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자료: SCI(2012), p. 5; SCI(2013), p. 5; SCI(2014), p. 5; SCI(2015), p. 5; SCI(2016), p. 5; SCI(2017), p.
5, 7.

외국인투자 유입이 저조한 것은 이란이 직면한 또 다른 경제현안이다. 핵협
상 타결 이후 이란의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재 이전 수
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이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규모
33.7억 달러는 전년대비 64.5% 증가한 수치이지만, 서방국의 제재가 강화되
던 2011년(42.7억 달러), 2012년(46.6억 달러) 유입규모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표 2-5 참고).29) 더불어 2016년 이란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
자 유입 비중은 0.8%로 터키(1.4%), 사우디아라비아(1.2%), UAE(2.6%) 등 역
27) Ramezani(2017. 7.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7).
28) Ramezani(2017. 7.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7).
29) UNCTAD(2017),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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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30)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적
대 정책 및 1차 제재 유지,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 투
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란이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연평균 8.0%를 달성하려면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1,450억 달러 이상의 국내투자가 필요하다.31) 이란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
100% 지분 보유 외국법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2017년에는 에너지 개발
사업 관련 외국인투자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32) 그러나 이란의 투자 제도 및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은 2017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평가에서 평가대상 총 190개국 중 124위를 차지하고, 2016
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별 부패지수 평가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는 총 176개국 중 131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투자환경 평가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33) 아울러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하여 이란 기업과의 거래 시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외국인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30) UNCTAD(2017), p. 22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17. 11. 1).
31) “Foreign Investment in Iran Sees Tenfold Rise Post JCPOA”(2017. 11. 13),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7. 11. 16).
32)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 경제법률/수주 정보, 이란의 투자환경 현황 및 평가, http://irn.mofa.
go.kr/korean/af/irn/policy/tender/index.jsp(검색일: 2017. 11. 16).
33) World Bank(2017), p. 4;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검색일: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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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해외직접투자 유입/유출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입

4,277

4,662

3,050

2,105

2,050

3,372

유출

258

1,356

189

3

120

104

주: 투자금액 기준임.
자료: UNCTAD(2017), p. 224.

표 2-6. 주요 MOU 및 계약 체결 목록(경제제재 해제 이후)

연도

내용
50/50 합작투자계약
(Peugeot 제품 생산)
이란기업 지분 인수계약
부품 공급계약
(전기 기관차 조립용 부품)

2016년

50/50 합작투자계약
(Citroen 제품 생산)
판매계약
(항공기 총 80대 규모)
판매계약
(항공기 총 100대 규모)
건설계약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건설계약
(정유공장 개선 공사)

2017년

판매 MoU
(항공기 총 30대 규모)
투자 MOU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50/30/20 합작투자계약
(가스전 개발)

규모

$400m

기업
해외(국적)

이란

PSA Peugeot
Citroen(프랑스)

IKCO

$177m

Henkel(독일)

Behdad Chemical

-

Siemens(독일)

MAPNA

$330m

PSA Peugeot
Citroen(프랑스)

SAIPA

$16.6b

Boeing(미국)

Iran Air

$18b

Airbus(유럽)

Iran Air

Hyundai E&C(한국),
$3.2b

Hyundai

Ahdaf

Engineering(한국)
Esfahan Oil

$1.9b

Daerim Industries(한국)

$3b

Boeing(미국)

Aseman

$295m

MTN(남아프리카공화국)

Iranian Net

$4.8b

Total(프랑스), CNPC(중국)

Petropars

R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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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연도

내용
60/20/20 합작투자계약
(철도차량 생산)
건설계약
(Qom-Arak 철도 건설)

규모

$1.2b

기업
해외(국적)

이란

Alstom(프랑스)

IDRO, IRICO

Ferrovie dello
Stato(이탈리아)

Iran Railways

금융지원계약
2017년

(Tehran-Mashhad 철도

$1.5b

EXIM Bank(중국)

BIM

$2.9b

Transmashholding(러시아)

IDRO

$778m

Renault(프랑스)

건설)
80/20 합작투자계약
(철도차량 생산)
60/20/20 합작투자계약
(Renault 제품 생산)

IDRO, Patro
Negin

자료: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경제/시장정보, 경제제재 해제 이후 외국 회사와 맺은 MOU/계약 리스트, http://irn.
mofa.go.kr/korean/af/irn/policy/market/index.jsp(검색일: 2017. 11. 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산업구조
이란은 역내 다른 원유 수출국과는 달리 국내경제가 원유 부문에만 집중되
어 있지 않고, 농업 및 제조업에 상당한 기반을 갖추어 놓고 있다(그림 2-6 참
고). 이란중앙은행(CBI: Central Bank of Iran)에 따르면 2015/16년 이란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 56.3%, 제조업 12.4%, 농업
10.6%, 원유 9.2%였다. 원유 부문은 2011/1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GDP
의 21.4%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저유가 기조가 시작된 이후 그 수치가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2015/16년에는 9.2%를 기록하였다. 반면 이란 농업 부문은
2011/12년 이후 GDP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16년에는 전체
GDP의 약 10.6%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5/16년
기준 부동산서비스가 전체 GDP의 14.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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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유통·음식·숙박서비스(13.2%), 공공서비스(11.0%), 교
통·통신서비스(10.8%) 순이다. 특히 서비스업은 2013/14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5/16년 비중 56.3%는 전년(50.2%)
대비 6.1%p 증가한 수치이다.34)

그림 2-6. 부문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100.0
90.0

6.1
1.4
8.4

6.1
1.3
8.4

6.2
1.2
9.1

80.0

10.2

10.3

9.0

70.0

10.6

10.6

10.5

60.0
50.0
40.0

13.0

13.9

4.0

5.2

10.9

9.8

14.6
6.2
10.1

7.2
1.2
8.7

6.7
1.1
9.6
10.4

9.3

11.2

11.3
13.7

15.2

5.5

5.7

7.4

5.5

4.9

9.1

9.6

7.8

7.8

10.2

12.9

12.5

13.2

7.4

9.2

9.9

8.0
12.9
12.2
7.5

9.0

12

13.6
14.2

26.5

27.5

24.5

8.9

9.1

8.7

10.0

9.8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원유

제조업

건설

부동산

유통·음식·숙박

7.5
6.1
10.8

8.9
13.0
12.7
14.5

7.4

4.7

13.8

12.4

22.0

19.9

21.4

농업

6.6
4.3

13.2

10.0
0.0

6.6
3.8

11.0
12.2

11.4

30.0
20.0

6.9

16.7

13.4

9.2

13.4

5.3

7.5

9.7

9.9

10.6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공공서비스

교통·통신

전기·가스·수도

기타

자료: CBI(2011), p. 42; CBI(2016), p. 46.

2015/16년 기준 원유 부문을 제외한 이란의 품목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산
업용 소재 및 제품이 267억 4천만 달러로 74.8%, 농축산물이 51억 4천만 달
러로 14.4%를 차지하였다(표 2-7 참고). 산업용 소재 및 제품 중에서는 석유
및 가스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3%), 유기화학물질(10.2%)이 그 뒤를 이었다.35) 특히
2011/12년 이후 석유 및 가스 제품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액 비중
34) CBI(2016), p. 46.
35) CBI(2016),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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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16 석유 및 가스 제품의 비중(20.0%)과 석
유화학산업 관련 제품의 비중(35.8%)은 2011/12년 대비 각각 10.8%p,
19.2%p 감소하였다.36)

표 2-7. 2015/16 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원유 부문 제외)
(단위: 백만 US달러, %)

품목
농축산물
생과 및 건과
채소 및 식물

수출액

비중

5,143

14.4

2,167

6.1

749

2.1

2,227

6.3

727

2.0

산업용 소재 및 제품

26,747

74.8

석유 및 가스 제품

7,140

20.0

철광석 및 철강 제품

2,885

8.1

유기화학물질

3,655

10.2

431

1.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4,745

13.3

토양 및 석재, 시멘트, 석고, 석재 및 세라믹 제품

1,574

4.4

기타
금속 재료

알루미늄, 구리, 아연

무기화학물질

518

1.4

카펫

351

1.0

기타

5,239

14.6

3,344

9.4

35,750

100.0

분류되지 않은 재화
총계
자료: CBI(2016), p. 71.

36) CBI(2016), p. 46, p. 59.

38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는 2011년 3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
메네이가 최초로 언급한 용어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대응하여 자립경제 기
반을 구축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37) 이어 루하니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
를 밝히는 등 관련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자립경제 구
축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산업다각화,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의 세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38)
먼저 이란 정부는 석유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이란은 제재기간 동안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체제 구
축을 목표로 두고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향상과 선진기술 획득
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하에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등 관
련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39)
자국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완제품 고관세율 정책, 수입허가제
등 각종 규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란은 원재료, 부품, 기계류 등
국내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해 저율의 관세(5.0% 이내)를 적용하는
반면, 사치성 소비재 및 완제품은 최대 100.0%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이

37) 오경일 외(2016), p. 10.
38) “Rouhani: Resistance Economy will be Iran’s strategy in post-sanction era”(2016. 1. 17, 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2. 1).
39) 오경일 외(2016), p. 7; Goodarzi(2017. 6.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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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40) 이란 무역청(ITPO: Iran Trade Promotion
Organization)은 관세율 상향 조정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6년에 이어
2017년 7월에도 국내생산 장려를 명목으로 60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상승 변경한 바 있다(표 2-8 참고).41) 이란의 수입관세 수입(收入)은 전체 수입
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고). 2010/11부터 2015/16년까지 5년간 이란 전체 수입액은 국제사회 제
재 강화의 영향으로 35.5% 하락한 반면, 동 기간 수입관세 수입(收入)은 48.3%
상승하였다.42) 더불어 이란 정부는 전체 수입제품을 승인품목(Authorized),
조건부승인품목(Conditional), 금지품목(Prohibited)으로 3등분하여 관리하
고 있다.43) 조건부승인품목으로는 자동차, 화장품 등 대부분의 완제품이 포함

표 2-8. 2017 관세율 변경 주요 내용
(단위: %)

품목

HS 코드

기존 관세율

신규 관세율

증가율

모든 종류의 자동문

84313110

5

20

400

브라스 볼 밸브(2.5인치 이상)

84818020

32

55

171.8

스위치 조명

85365020

20

32

160

색인카드

85232120

26

40

158.8

영화 감상용 가전제품

85182920

26

40

153.8

비디오와 게임 세트가 장착된 TV

85287210

10

15

150

외부 문과 결합된 냉동냉장고

84181000

40

55

138

엘리베이터 여닫이문

84313130

15

20

133

엘리베이터 본체와 프레임

84313120

15

20

133

자료: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현지시장정보, 이란 600개 품목 관세율 상승 변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3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0)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 경제법률/수주 정보, 이란의 투자환경 현황 및 평가, http://irn.mofa.
go.kr/korean/af/irn/policy/tender/index.jsp(검색일: 2017. 11. 16).
41)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현지시장정보, 이란 600개 품목 관세율 상승 변경(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30).
42) CBI(2011), p. 71; CBI(2016), p. 73.
43)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국가 정보, 이란, 수입규제제도,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
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4(검색일: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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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조건부승인품목으로 판별되었을 경우 관계부처
에서 이에 대한 수입 가능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44)

그림 2-7. 수입관세 수입(收入) 추이
(단위: 십억 리얄)

(단위: 백만 US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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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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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BI(2011), p. 71; CBI(2016), p. 73.

아울러 이란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에 대응하고, 정부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자 휘발유,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특
히 2014년 초 발표된 보조금 개혁계획 2단계에서는 연료 가격 조정과 함께 현
금지급 대상 선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는데, 그 결과 소득 기준
으로 선별된 총 300만 가구가 현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45) 총 GDP 대비
이란 보조금 기구(TSO: Targeted Subsidies Organization)의 지출은 2014
년 4.2%에서 2016년 3.4%로 2년간 0.8%p 감소하였다.46) 이란 정부는 이 밖

44)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국가 정보, 이란, 수입규제제도,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
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4(검색일: 2017. 12. 1).
45) World Bank, Where We Work, Islamic Republic of Iran, Overview, http://www.worldbank.
org/en/country/iran/overview(검색일: 2017. 12. 1).
46) World Bank, Where We Work, Islamic Republic of Iran, Overview, http://www.worldbank.
org/en/country/iran/overview(검색일: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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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공기업 민영화, 전력 생산기반 구축 등 경제자립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의 주
요 내용을 발표하였다(표 2-9 참고). 이후 이란 정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로 관
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2017년 3월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47) 동 계
획은 2005년 수립된 이란 20년 경제계획(20-year Economic Perspective,
2005-25)의 일환으로 역내 1위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48)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의 지침서는 8개 부문과 이하 8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부문은 경제(31개), 정보기술 및 통신(7개), 사회(13개),
치안 및 국방(7개), 대외정책(5개), 사법(4개), 문화(6개), 과학기술 및 혁신(7
개)이다.49)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의 경제 부문 핵심 목표는 계획기간 5년 동안 연평균
8.0%의 경제성장률 달성이다.50) 아울러 동 기간 동안 연평균 고용성장률
3.9%, 연평균 투자성장률 15.4%를 목표로 하고 있다(표 2-10 참고).51) 이란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장려
하고,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해상무역 확대로 교역량을 늘릴 계획
이다. 더불어 철도 및 터미널 시설의 개보수와 철도 화물수송 체계 개발 등 제
47) “Iran approves the Sixth Development Plan to boost investment”(2017. 4.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30).
48) Middle East Policy Counci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30).
49)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 경제법률/수주 정보, 이란 국가개발계획의 핵심 내용, http://irn.
mofa.go.kr/korean/af/irn/policy/tender/index.jsp(검색일: 2017. 11. 17).
50)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현지시장정보, 이란 6차 5개년 개발계획 지침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30).
51)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 경제법률/수주 정보, 이란 국가개발계획의 핵심 내용, http://irn.mofa.go.kr/
korean/af/irn/policy/tender/index.jsp(검색일: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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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간 동안 낙후되었던 인프라도 정비·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란중앙
은행(Central Bank of Iran)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금융시스템 투명성 증진
등의 금융 관련 계획과 지방 소재 기업 지원 등 지역균형개발 관련 계획도 포함
되어 있다. 이란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5년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11대 차세
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11대 전략산업으로는 석유, 가스, 석유화학,
교통, 첨단소재, 건설, 정보기술, 우주항공, 해양, 농업, 수자원이 있다.

표 2-9.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지침 주요 내용
구분

경제

정보기술/통신

대외정책

주요 내용
· (성장률) 평균 8% 성장 달성
· (저항경제) 비정부기구를 활용한 저항경제 목표 실현
· (교역) 서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
해상무역 확장 및 경제특구 설립
· (금융) 이란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n)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금융시스템 투명성 증진
· (투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국외기업 및 외국인투자 장려
시장 경쟁구조 및 사업환경 개선
· (산업) 전략산업(석유, 가스, 석유화학, 교통, 첨단소재, 건설, 정보통
신기술, 우주항공, 해양, 농업, 수자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분야에 신기술 적용
· (개발) 새로운 경제기회 창출, 지방 소재 기업 지원,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 계획 구현
· (교통) 철도 및 터미널 시설 개보수
국제 운송통로와 국내 철도 연결을 통한 화물수송 체계 개발
· (석유·가스) 석유 및 가스 수입의 30%를 국가발전기금으로 이전
석유 및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참여 장려
· 우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이란을 통신 및 정보교환의 역내 중
심지로 변모
· 국가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개발
· 국가정보 네트워크 개발 및 보완
·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 진입, 저항경제 실현을 우선시
· 국외 거주 이란인의 지식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조건 마련

자료: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현지시장정보, 이란 6차 5개년 개발계획 지침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30); 오경일
외(2016), p.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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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부문의 경우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진입, 저항경제 실현을 3대 주
축으로 선정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이를 우선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란 정부는 해외로 유출된 지식인 및 자본 유치를 위해 이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보기술 및 통신 부문에서는‘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역내
정보통신 중심지로의 변모’를 목표로 두고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국가정보 네트워크 개발 및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기술은
동 계획의 8대 주력 분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 11대 차세대 전략산
업으로도 선정되었다.

표 2-10.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
(단위: %)

구분

목표치

실적치

GDP

고용

투자

농업

5.0

1.9

8.2

원유

9.3

2.1

31.9

7.2

광업

8.8

4.6

18.8

-10.5

제조업

9.3

3.4

18.8

-4.6

전기·가스·수도

8.3

5.9

20.8

3.3

건설

6.4

3.7

19.1

-17.0

운수·창고

8.4

5.0

15.7

통신

19.4

9.5

44.0

기타

5.8

4.6

13.3

2.3

전체

8.0

3.9

15.4

-1.6

4.6

-6.1

주: 실적치는 2015/16년 기준임.
자료: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이란 경제법률/수주 정보, 이란 국가개발계획의 핵심 내용, http://irn.mofa.go.kr/korean/
af/irn/policy/tender/index.jsp(검색일: 2017. 11. 17); CBI(2016),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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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한·이란 교역량은 제재 이행에 따른 원유 수입축소와 수출제한 등으로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6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는 크
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8 참고). 이러한 교역량 증가는 주로 한국의
대이란 수입 규모 상승에 따른 것인데, 수출 규모는 2016년에 소폭 감소한 이
후 2017년 들어서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상승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
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이란 수입 규모는 2016년 46억 4,766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23억 6,766만 달러) 대비 96.3% 상승한 데 이어, 2017
년 1월부터 9월까지도(61억 1,566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100.7% 상승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2016년 37억
1,657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37억 3,094만 달러) 대비 0.4% 하락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는(30억 9,958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하
며 회복세를 보였다. 대이란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도 심화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
모는 전년동기(4억 7,835만 달러)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한 30억 1,608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52)

52) KITA, K-stat,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
색일: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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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이란 교역 추이
(단위: 십억 US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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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은 9월까지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KITA, K-stat,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 2017. 11. 6).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액 기준 한국의 대이란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14.4%), 합성수지(9.3%), 승용차(8.6%), 냉연강판(4.5%) 등이 있
으며 상위 10개 주요 품목이 전체 수출량의 약 53.6%를 차지하고 있다(표
2-11 참고). 제품별로는 냉연강판과 냉장고의 경우 2016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자동차부품과 승용차는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7년
들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동 기간 누계액 기준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으로는 원유(98.1%), 동제품(0.5%), 아연제품(0.3%), 알루미늄(0.2%) 등이 있
으며, 최대 수입제품인 원유가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3)
2016년 기준 이란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23.4%), 인도(13.0%), 한국
(7.5%), 터키(7.4%) 등이 있다(표 2-12 참고). 이란의 주요 수출국은 최대 교역

53) KITA, K-stat,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
색일: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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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중동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
부분이나, 경제제재 해제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이란의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국가는 UAE(27.4%)이며, 그다음으로는 중국(13.2%), 터키(7.7%), 한
국(4.3%) 순으로 나타났다(표 2-13 참고). 2012년 이후 이란의 최대 수입국 2
개국(UAE, 중국)은 순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 부문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제재 해제 이후에 독일, 러시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54)

표 2-11. 한국의 대이란 주요 수출품목(MTI 4단위)
(단위: 천 US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비중

증가율

1

7420

자동차부품

445,939

14.4

-2.0

2

2140

합성수지

286,942

9.3

-0.5

3

7411

승용차

265,396

8.6

0.1

4

6133

냉연강판

138,134

4.5

2.7

5

8230

냉장고

109,979

3.5

5.7

6

2522

인쇄용지

105,336

3.4

-1.8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93,895

3.0

-3.5

8

8361

평판디스플레이

92,850

3.0

0.8

9

8121

무선전화기

61,681

2.0

-6.5

10

7251

건설중장비

59,760

1.9

8.7

주: 1)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액 기준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KITA, K-stat,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 2017. 11. 29).

54) Bloomberg, Trade Flow/Iran(검색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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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이란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 점유율
(단위: %)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중국(30.0)

중국(36.5)

중국(40.0)

중국(35.1)

중국(23.4)

2

인도(15.1)

터키(14.9)

인도(16.0)

인도(13.7)

인도(13.0)

3

터키(13.4)

인도(14.4)

터키(13.0)

터키(13.4)

한국(7.5)

4

한국(9.6)

일본(10.0)

일본(8.8)

일본(7.1)

터키(7.4)

5

일본(8.9)

한국(8.0)

한국(6.5)

한국(5.2)

일본(5.3)

6

이탈리아(3.3)

파키스탄(2.5)

파키스탄(2.6)

파키스탄(4.2)

프랑스(2.4)

7

그리스(2.3)

시리아(2.4)

시리아(2.5)

시리아(4.1)

아프가니스탄(2.0)

8

파키스탄(2.0)

UAE(1.9)

UAE(2.0)

UAE(3.2)

이탈리아(1.8)

9

시리아(1.9)

대만(1.6)

사우디(1.6)

사우디(2.7)

UAE(1.5)

10

대만(1.6)

사우디(1.6)

이탈리아(0.8)

오만(1.7)

스페인(1.5)

자료: KITA, K-stat, 세계 무역,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ProdImpExpList.screen(검색일: 2017.
1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3. 이란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 점유율
(단위: %)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1

UAE(33.9)

UAE(37.0)

UAE(33.8)

UAE(40.2)

UAE(27.4)

2

중국(14.0)

중국(19.2)

중국(28.1)

중국(22.7)

중국(13.2)

3

터키(12.0)

인도(6.6)

인도(5.1)

한국(4.8)

터키(7.7)

4

한국(7.6)

한국(6.0)

한국(4.8)

터키(4.7)

한국(4.3)

5

독일(3.9)

터키(5.6)

터키(4.5)

인도(4.0)

독일(4.0)

6

인도(3.1)

독일(3.3)

독일(3.7)

독일(2.9)

러시아(3.9)

7

브라질(2.6)

브라질(2.1)

이탈리아(1.8)

브라질(2.1)

스위스(3.7)

8

러시아(2.3)

이탈리아(1.9)

브라질(1.7)

이탈리아(1.7)

인도(2.3)

9

이탈리아(2.2)

러시아(1.6)

러시아(1.5)

러시아(1.3)

이탈리아(1.8)

10

우크라이나(1.4)

아르헨티나(1.5)

대만(1.0)

카자흐스탄(1.2)

네덜란드(1.4)

자료: KITA, K-stat, 세계 무역,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ProdImpExpList.screen(검색일: 2017.
11.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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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
대이란 건설수주는 200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10년 한국이 국
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이후에는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그
림 2-9 참고).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대이란
연평균 건설수주 규모는 7억 6,165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건설수주 규모 2억 8,389만 달러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
한 수치다. 특히 2002년에는 건설수주 규모가 18억 7,375만 달러에 달하며
중동 지역 전체 건설수주액의 79.3%를 차지하였다.55)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 강화에 따른 송금 및 투자 등의 금융거래 제한과 우리나라의 제재 동
참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대이란 건설수주 규모는 급감하였다. 제재가 해
제된 2016년에도 대이란 건설수주액은 80만 달러에 그쳤다.56)
그림 2-9. 한국의 대이란 건설수주 추이
(단위: 십억 US달러(좌), %(우))

대이란 건설수주액(좌)

2017

2015

2013

2011

2009

2007

2005

2003

2001

0.0
1999

0.0
1997

15.0

1995

1.0

1993

30.0

1991

2.0

1989

45.0

1987

3.0

1985

60.0

1983

4.0

1981

75.0

1979

5.0

1977

90.0

1975

6.0

중동 건설수주액 중 이란 비중(우)

주: 2017년은 10월까지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검색일: 2017. 11. 6).
55) ‘나. 건설’과 ‘다. 투자’에서의 중동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
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UAE 이상 총 14개국을 가리킴.
56)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검
색일: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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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한국의 대이란 건설수주 규모는 52억 3,707만 달러에 이르
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건설 총수
주액 226억 78만 달러의 23.2%의 해당하는 금액이고, 동 기간 중동지역 수주
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주요 계약공사로는 2017년 3월 현대E&C와
현대건설이 수주한 약 3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KPRC 2단계 사업(석유화학
플랜트 공사)’과 같은 달 대림산업이 수주한 약 1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이스
파한 정유공장 개선공사’등이 있다.57) 더불어 2017년 8월 SK건설은 약 16억
달러 규모의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계약을 채결한 바 있다.58)
197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국의 대이란 건설수주 누계액은 172억
8,452만 달러이며, 이 중 산업설비 수주액이 165억 659만 달러로 95.5%, 토
목 수주액이 7억 1,951달러로 4.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0 참고). 산업
설비 세부공종별 비중으로는 가스처리시설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화학공장(28.5%), 정유공장(14.3%), 발전소(9.0%)

그림 2-10. 한국의 대이란 건설수주 세부공종별 비중

8.9%
8.5%

기타 4.5%

산업설비
95.5%

30.7%

9.0%

14.3%
28.5%

가스처리시설
화학공장
정유공장
발전소
환경설비
기타

주: 197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누계액 기준임.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검색일: 2017. 11. 7).
57)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검
색일: 2017. 11. 6).
58) 김연정(2017. 8.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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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처리시설 다음으로 발전소
(13.2%), 화학공장(12.5%) 순으로 수주액이 컸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정유공장, 화학공장 부문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
주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순위가 크게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59)

다. 투자
한국의 대이란 투자는 2008, 2009년도에 담배 및 전기장비 제조 관련 투자
가 진행되면서 한시적으로 급증하였다(그림 2-11 참고). 특히 2008년에는 한
국담배인삼공사가 약 640만 달러를 이란 내 제조설비에 투자하면서 대이란 투
자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세계 각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교역, 건설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한 투
자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 123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이란 투자
금액은 2011년 1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5
만 달러 미만의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의 대이란 투자금액이 4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이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왔으나, 그 규모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6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이 중동 지역에 투자한 총액은 82억
7,276만 달러이고, 이 중 대이란 투자금액은 5,429만 달러로 0.7% 수준이다
(그림 2-12 참고). 오만(7억 4,453만 달러), 이라크(3억 6,847만 달러), 바레
인(1억 3,832만 달러) 등 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역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대이란 투자 규모는 현저히 작다.60)
59)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검
색일: 2017. 11. 6).
6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
일: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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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한국의 대이란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US달러(좌), %(우))
12,000

6.0

10,000

5.0

8,000

4.0

6,000

3.0

4,000

2.0

2,000

1.0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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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투자금액(좌)

중동 투자금액 중 이란 비중(우)

주: 1) 투자금액 기준임.
2) 2017년은 6월까지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7. 11. 7).

그림 2-12. 한국의 대중동 직접투자 국가별 규모
(단위: 백만 US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032.3

UAE

1,439.7

예멘

1,321.0

오만

744.5

이라크

368.5
138.3

바레인
카타르

68.6

이란

54.3

이스라엘

48.3

쿠웨이트

25.8

요르단

20.5

레바논

8.3

시리아

2.7

팔레스타인

0.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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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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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3,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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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금액 기준임.
2) 1968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누계액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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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이란 투자 누계액 5,429만 달러 중 86.7%(4,706만 달러)가 제조
업 부문에 대한 투자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다음으로는 12.9%(702만 달러)
를 차지한 건설업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55.2%, 2,600만 달러), 담배 부문(33.9%,
1,595만 달러), 전기장비 부문(5.8%, 272만 달러) 순으로 투자금액이 크며, 신
고건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9건), 담배 부문(6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부문(4건) 순으로 건수가 많다(표 2-14 참고).61)

표 2-14. 한국의 대이란 직접투자 중 제조업 부문 현황
(단위: 천 US달러, %)

업종중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비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9

5

26,001

55.2

담배

6

1

15,946

33.9

전기장비

1

1

2,724

5.8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

1

263

0.6

화학물질 및 제품

4

2

201

0.4

기타

14

7

1,929

4.1

합계

36

17

47,064

100

주: 1968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누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7. 11. 27).

6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
일: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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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석유화학 부문은 자동차 부문과 더불어 이란 경제성장의 핵심 부문으로서
값싼 원료(feedstock)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 2015년 기준 석유화학 산업의 산업별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4.0%로 가장 높았으며,62) 같은 해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수출규모는 140억
달러로 이란 상품수출의 17.7%에 달했다.63) 또한 이란 정부는 천연자원 의존
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64) 향후 건설과 자동차 부문 등 관련 업종이 성장하면서
이란 내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65)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정도의 경쟁력과 규모를 갖추
고 있다. 2015년 기준 이란 국영 석유화학회사(NPC: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553만 톤으로, 전 세계 에틸렌 생산의
3.5%를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다(표 3-1 참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사
우디아라비아의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과 UAE의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함께 향후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란의
석유화학 기업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2) Frost & Sullivan(2016), p. 16.
63) 오경일 외(2016), p. 69.
64) Maitah and Bassam(2015), p. 101.
65) BMI(2017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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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세계 12대 기업(2015년)

순위

기업
(주주 기준)

본사 국적

연간 생산능력

생산능력의 세계

(천 톤/년)

비중 (%)

1

SABIC

사우디아라비아

10,742

6.7

2

Dow

미국

10,632

6.6

3

ExxonMobil

미국

8,765

5.5

4

SINOPEC

중국

8,217

5.1

5

ADNOC

UAE

7,001

4.4

6

Lyondellbasell

미국

6,979

4.4

7

Shell

네덜란드

6,679

4.2

8

NPC

이란

5,530

3.5

9

Ineos

스위스

4,765

3.0

10

CNPC

중국

4,696

2.9

11

Formosa Group

대만

4,126

2.6

12

Total

프랑스

3,790

2.4

기타

78,166

49.0

전체

160,088

100.0

자료: 임지수(2016), p. 33.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원료 중 에탄이 80%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이란의 에탄 공급 비중이 높은 이유는 막
대한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이란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33.5조m3로 세계 1위이며, 생산량은 2,024억m3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66) 또한 이란 내 석유화학 기업은 에탄을 낮은 가
격에 공급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67)

6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Gas: Proved reserves, Gas: Production –
Bcm (from 1970)(검색일: 2017. 11. 16).
67) 이란 무역연구원(ITSR) Afsaneh Shafiee 박사(석유화학 담당자) 인터뷰(2017. 11. 4, 이란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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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이란의 석유화학 원료별 비중
(단위: %)

가스오일 5
프로판
5

부탄 2

나프타
8

에탄 80

자료: BMI(2017b), p. 32.

하지만 이란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동안 경제제재의 여파로 인해 에탄 공급
이 부족하게 되면서 생산능력 대비 낮은 설비 가동률을 보여 왔다.68) 2015년
이란 내 석유화학 설비의 평균 가동률은 68%였다.69) 2016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석유화학제품의 연간 총생산량은 6,200만 톤이며, 설비 가동률은
75%로 소폭 상승하였다.70) 그러나 아직까지 투자 및 원료 부족으로 인해 21개
의 석유화학단지(Petrochemical Complex)는 50% 미만의 설비 가동률을 보
이고 있다.71) 이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및 기초 원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
가하면 이란이 석유화학제품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2) 특히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폴리에
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이염화에틸렌(EDC:
ethylene dichloride),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VAM: vinyl acetate monomer)
68) BMI(2017b), p. 7.
69) 오경일 외(2016), p. 69.
70) BMI(2017b), p. 30.
71) BMI(2017b), p. 30.
72) Shekhar(2016. 2.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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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이란 석유화학 기업의 자체 공급은 원활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3)
한편 이란은 아직 나프타 크래킹에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이란은 2017년 3/4분기 기준 일일 382.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
나 정유시설이 부족하여 나프타 생산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74) 이란은 그동
안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해왔으나 경제제재로 정제유 수입이 제한되
자 자국 내 원유 정제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프타 크래킹 설비 가동률도 급
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다.75)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유 설비 개선 프로
젝트도 Euro-4 기준에 부합하는 휘발유 생산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
후에도 나프타 기반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증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
아 보인다.76)77) 또한 이란의 석유화학 기업은 그동안 투자부진 및 외국의 선진
기술 수입제한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낮은 기초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주를 이루
고 있다.78)
이란의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가 높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란산 폴리에틸렌 수입을 줄이고 자체 생산을 통
해 자급률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출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79)

73) Shekhar(2016. 2.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74) OPEC(2017), p. 58.
75) 윤서영, 박철형, 강성수(2010), p. 153.
76) Shekhar, Shashank (2016. 2.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77) 유로 4는 유럽연합(EU)이 지정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 중 하나로 200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가솔린 자
동차의 경우 1Km 주행당 질소산화물(NOx)은 80mg,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s)는 1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Lindqvist(2012), p. 2.
78) BMI(2017b), p. 7.
79) “Petrochem Companies in Iran Struggle Against India Restrictions” (2017. 1.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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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환경
이란의 국영기업인 NPC는 다양한 자회사 및 계열사를 보유한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이자 관리·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NPC는 18개의 사업 시행사와
5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80) 특히 NPC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에 페르시안 석유 및 가스 개발 그룹(POGDC: Parsian
Oil and Gas Development Group), 파사르가드 에너지 개발 회사(PEDC:
Pasargad Energy Development Company), 페르시안 걸프 석유화학회사
(PGPIC: Persian Gulf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등을 자회사
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NPC는 이란 석유부의 통제 아래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수출 목표 수립, 시장 규제 및 감독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81)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유통은 이란 석유화학상업회사(IPCC: 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PCC는
석유화학제품, 원재료, 관련 장비 등을 수입하고 석유화학제품 거래소를 통해
이란 내 석유화학단지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
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운송을 위해 선박, 보관 탱크, 창고 등을 제공하
는 역할도 하고 있다.82) 또한 IPCC는 2009년 지분의 52%를 이란투자회사
(Iran Investment Company)에 매각하고 유통 및 판매뿐만 아니라 투자 및
금융 부문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 설비는 마흐샤흐르와 앗살루예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그림 3-2 참고). 이란 내 석유화학단지는 2017년 기준 총 59개
로 생산능력은 7,200만 톤에 달한다(표 3-2 참고). 그리고 석유화학단지는 마흐
샤흐르 석유화학 특별경제구역(PETZONE: Mahshahr Petrochemical Special
80) 주이란대사관(2016), p. 4.
81) Mistry, Shekhar(2016), p. 6.
82)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About Us. Company Profil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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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Zone)과 앗살루예 파르스 특별 경제 및 에너지구역(PSEEZ: 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에 각각 22개, 17개가 있으며 그 외 지역
에도 20개가 있다. NPC는 총 48개의 석유화학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을 통한 건설 프로젝트도 10개가 진행되고 있다(표 3-3 참고). 향후
총 58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5,840만 톤이 늘어나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3-2. 이란의 주요 석유화학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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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ost & Sullivan(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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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별 석유화학단지(Petrochemical Complex)의 개요 및 생산능력
지역

석유화학단지

연간 생산능력(백만 톤)

마흐샤흐르

22

25.6

앗살루예

17

32.7

기타 지역

20

13.7

총계

59

72.0

자료: NPC(2017a), p. 7.

표 3-3. 건설 중인 주요 석유화학단지
지역

정부 주도

민간 주도

연간 생산능력(백만 톤)

마흐샤흐르

6

-

1.4

앗살루예

15

8

35.1

기타 지역

27

2

21.9

총계

48

10

58.4

자료: NPC(2017b), p. 7.

이란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지역 및 제품 다양화에 중점을 둘 것
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2015년 기준 68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8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은 메탄올,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등을 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향후 아세안 및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증가도 예상된다.84) 또한 이란 석유화학
기업들은 단순히 메탄올을 수출하기보다는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더 높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85)

83) Stark(2016. 8.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4).
84) Stark(2016. 8.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4).
85) 이란 무역연구원(ITSR) Afsaneh Shafiee 박사(석유화학 담당자) 인터뷰(2017. 11. 4, 이란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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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이란 정부는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주요 석유화학 인프라 및 투자 확대, 생
산증가 등의 목표를 발표해왔다.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2014/15)에
서는 연간 3,700만 톤의 올레핀,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
학단지를 차바하르(Chabahar), 케슘(Qeshm Island), 키쉬(Kish Island), 라
반(Lavan), 앗살루예 항 북쪽의 노스 파르스(North Pars) 등 5개 지역에 조성
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86)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에서
는 1억 3,00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목표로 80개의 석유화학 설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87) 또한 이란 정부는 6차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중동 내 1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NPC는 2025년까지 550억 달러를 투자하여 1억 5,000만 톤으
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추가로 발표하였다.88) NPC는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 70억~1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9)
이란 정부는 석유화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매년
20%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이를 완수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민영화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 민영화 완료 시일을 2020년 3월로 연장하였다.90) 석유화학 부문에
86) BMI(2017b), p. 31.
87) Weingartner(2016), p. 14.
88) “Iran Publishes Detailed Report on its Petrochemical Industry”(2017. 10.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1).
89) KPMG(2017), p. 6.

제3장 석유화학 부문 • 63

서는 NPC가 소유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란
전체 석유화학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페르시안 걸프 홀딩(Persian Gulf
Holding)의 주식을 시중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1) 그 외에도 NPC
가 지분을 소유한 다마반드 석유화학회사(Damavand Petrochemical Company),
데흐로란 세페흐르 석유화학단지(Dehloran Sepehr Petrochemical Complex),
헤그마타네흐 석유화학회사(Hegmataneh Petrochemical Company), 하
메단 이븐 시나 석유화학회사(Hamedan Ibn Sina Petrochemical Company)
등이 주요 민영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92) 또한 향후 NPC의 지분을 어떤 기
업도 20%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하고자 한다.93) 이 과
정에서 외국기업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94)
이란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수송기업 설립, 가스전 및 정제 설비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IPCC는 이란 석유화학 기업들이 2016년에 석유화
학제품 수출을 위한 수송비용으로만 15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95) 이는
이란 총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따른 수익의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독자적인 석유화학 운송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96) 이
란 정부는 아르헨티나, 페루, 뉴질랜드 등으로 제품 수출선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으며97) 석유화학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우스 파르스(South Pars)를 비롯해 키쉬(Kish), 노스 파르스
(North Pars), 라반(Lavan) 등의 가스전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98) 또한 이
90) 남다현, 신재훈, 박재영(2017), p. 9.
91) BMI(2017b), p. 34.
92) 남다현, 신재훈, 박재영(2017), p. 13.
93) BMI(2017b), p. 31.
94) BMI(2017b), p. 34.
95) “Iran Plans to Set Up Petrochemical Shipping Firm”(2017. 11.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96) “Iran Plans to Set Up Petrochemical Shipping Firm”(2017. 11.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97) “Iran Plans to Set Up Petrochemical Shipping Firm”(2017. 11.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98) BMI(2017b),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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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정부는 사우스 파르스 지역에 24개의 정제 설비도 건설하고 있으며, 완공
시 일일 65만 배럴의 가스 콘덴세이트, 연간 670만 톤의 LPG(부탄, 프로판),
400만 톤의 에탄이 생산될 예정이다.99) 이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왔던 에탄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주요 투자제도
이란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가장 큰 원동력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이란에 투자하는 석
유화학 기업은 이란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
다.100) 이란 정부는 민간 석유화학 기업의 에탄 크래킹 설비 확장 프로젝트 참
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에탄 가격을 톤당 240달러에서 150달러로, 메탄
을 톤당 155달러에서 94달러로 낮춘 바 있다.101)
이란 정부는 2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내 39개의 석유화
학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102)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관세 면제, 과실
송금 보장, 투자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103) 지금 건설 중
인 차바하르 자유무역산업구역(Chabahar FTIZ: Chabahar Free TradeIndustrial Zone) 내 모크란(Mokran) 석유화학단지에는 차바하르 FTIZ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외국기업의 투자 지분 최대 100%
보장, 외국 투자자들과의 합작투자 허용, 20년간 내국세 면제, 자본 및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금융거래, 노동, 사회안전망, 채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다
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104)
99) Frost & Sullivan(2016), p. 16.
100) Mistry and Shekhar(2016), p. 2.
101) Mistry and Shekhar(2016), p. 2.
102) NPC(2017a), p. 7.
103) KPMG(2017), p. 5.
104) 오경일 외(2016),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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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는 외국기업의 자국 내 석유화학 부문 투자를 위한 절차 및 각종 행정상
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PC는 외국기업의 이란 석유
화학 부문 투자절차를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사업 평가 및 투자 적격성 판
단, NPC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의견 요청, 기본 합의 후 1년 내 투자활동 등과 같
이 4단계로 나누고,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1년 이내 모든 행정적인 절차
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표 3-4 참고).

표 3-4. 이란 내 석유화학 프로젝트 투자절차
단계

절차

세부 내용
- 회사 정관, 회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 및 마지막 주요 신문
내용

1단계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투자 요청 기업)

- 각종 등록 증명서
- 회계 또는 감사 기관이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 지원자(기업)의 지난 2년간 경력 및 참여를 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
- 예비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
- 투자 요청 기업의 법률 역량 검증

2단계

사업 평가 및 투자

- 투자 요청 기업에 대한 평가(프로젝트 관련 예비 사업계획 및

적격성 판단(NPC)

타당성 검토, 원료 조달 능력, 금융 역량, 기술 및 행정 능력,
관련 부처 및 기관 대응)
- 프로젝트 평가 및 관련 승인 획득

3단계

NPC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의견 요청(NPC)

- 석유부, 산업광물통상부 등 다른 기관과의 내용 공유
- NPC 이사회에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획득
- 석유부 기획차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 합의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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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단계

절차

세부 내용
- 최종 사업계획 제출
- 지사(Governor) 및 유관 기관의 승인을 득한 토지 임대 또는

기본 합의 후 1년
4단계

이내에 투자활동
(투자 요청 기업)

매입 문서 제출
- 환경보호기구의 공식 확인증 제출
- 관련 기관으로부터 원료, 물, 전기, 연료 등과 관련한 허가 획득
- 산업광물통상부로부터 필요한 허가 획득
- 설비 운영 기업, EPC 기업, 기타 운영전략을 담당할 프로젝트
컨설턴트 등 결정

자료: NPC, Investment Directorate, Process of investment Reques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2).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NPC는 현재 이란 정부의 주요 합작 대상 석유화학 프로젝트로 총 21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총 143억 6,000만 달러, 생산능력은 연간 2,429
만 9,000톤에 이르고 있다(표 3-5 참고).105) [표 3-5]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건수 및 생산능력 기준으로 살펴보면,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과 메탄올 생
산 증대에 대한 NPC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수 기준으로는
HDPE/LDPE 관련 프로젝트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프로필렌(7건)
과 메탄올(6건) 프로젝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기준으로는 메탄올
이 연간 1,010만 톤(41.6%), 그다음으로 프로필렌과 HDPE/LDPE가 각각
248만 8,000톤(10.2%), 240만 톤(9.9%)을 차지하였다.

105) NPC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대상 프로젝트를 해당 사업에 참여할 현지 합작기업 및 투자 규모가 확정
된 프로젝트와 기업 및 투자 규모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문
및 [표 3-5]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업 및 투자 규모가 확정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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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이란 정부의 주요 합작 대상 석유화학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기업명

1

14th Olefin

Firouz Abad

2

Darab HDPE

3
4
5

Jahrom
LL/HDPE
Fasa LDPE
Mamasani
HDPE

용량

총투자

소재지

제품명

피루즈

에틸렌

1,000

아바드

C3+

90

Darab

다라브

HDPE

300

393

Jahrom

자흐롬

LL/HDPE

300

393

Fasa

파사

LDPE

300

409

Mamasani

마마사니

HDPE

300

431

(천 톤/연간) (백만 달러)
611

6

Dehdasht HDPE

Dehdasht

데흐다쉬트

HDPE

300

395

7

Boroujen HDPE

Boroujen

보루젠

HDPE

300

488

Kazereoon

카제룬

LL/HDPE

300

481

Bushehr

앗살루예

아세트산

300

132

에틸렌옥사이드

100

MEG

6

에톡실레이트

80

8
9

10

11

Kazeroon
LL/HDPE
Acetic Acid

Ethoxylates

Acrylonitrile

Hamedan
Ibn Sina

Arg

하메단

마흐샤흐르

글리콜에테르

50

MEA/AM-DEA

30

아크릴로나이트

100

아세토나이트릴

3

황산암모늄

12

사이안화수소

20

475

247

아크릴산
Petro
12

Acrylates

Fannavari
Polymer

프로필렌
마흐샤흐르

요오드알코올

80

200

50

64

아크릴에스터

Ofogh

고흡수 폴리머
13

EPS

Petro
Ramshe

이스파한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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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번호

프로젝트명

기업명

소재지

9th

Soleiman

마스지드

Ammonia/Urea

Petrochemical

솔레이만

Masjed
14

Industry

15

16

17

18

GTPP

Methanol Chain

GTPP

Butane Chain

Pardis
Azarbaijan

Petro Olefin
Fannavaran

Fateh Kimia

Romak Energy
Saramad

마쿠

마흐샤흐르

다이예르

제품명
암모니아

680

요소

1,075

총투자

메탄올

1,650

프로필렌

515

743

폴리프로필렌

490

열분해 휘발유

125

LPG

69

메탄올

1,650

프로필렌

120

2EH

150

DME

800

VAM

160

아세트산

300

열분해 가솔린

29

LPG

16

메탄올

1,650

프로필렌

515

폴리프로필렌

490

열분해 가솔린

125

LPG

69

Iso-부탄

90

N-부탄

120

이소부탄,
마흐샤흐르

용량

(천 톤/연간) (백만 달러)

이소부틸렌

16

이소부틸렌

60

폴리이소부틸렌

30

부타다이엔

70

1,400

1,701

1,051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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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번호

프로젝트명

기업명

소재지

제품명
메탄올

1,650

프로필렌

515

폴리프로필렌

490

열분해 가솔린

125

LPG

69

메탄올

1,650

프로필렌

515

Ardebil
19

GTPP

Petrochemical

아르데빌

Co.

Kerman
20

GTPP

Petrochemical

바프트

폴리프로필렌

490

열분해 가솔린

125

LPG

69

메탄올

1,850

에틸렌

308

서이슬람아

프로필렌

308

바드

HDPE

300

폴리프로필렌

300

C4/C5 Cut

135

Complex Co.

Mahan
21

GTO

Chimie
Zagros Co.

용량

총투자

(천 톤/연간) (백만 달러)

1,400

1,400

1,429

주: *달러당 31,000리알의 환율 기준.
자료: NPC, Investment Directorate. Investment Opportunities, Petrochemical Projects Looking for Partnership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4).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발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프랑스
석유기업인 토탈(Total)이 있다. 2017년 7월 토탈은 이란과 3개의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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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설에 대한 예비협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표 3-6 참고).106) 해당 협
정으로 생산 설비가 완공되면 연간 총 22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토탈은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지역 가스전 개발에도 참여하
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에탄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토탈도 이란 내 석유화학 프로젝트 개발 관련 금
융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진척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07)
독일 BASF는 경제제재 해제 직후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보였으
나 지금은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년 대이란 경제제재 해
제 직후 BASF는 최대 4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화학 설비를 페르시안 미네랄
산업특별구역(Parsian Mineral Industries Special Zone)에 건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108) 사업 주체인 NPC는 사업 1단계에서 BASF가 지분의 60%,
이란 측이 40%를 취득할 것이며, 2단계에는 BASF 측이 더욱 많은 자금을 투
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09) 그러나 2017년 2월 BASF의 CEO인 커트 보크
(Kurt Bock)는 현재까지 이란에 대한 투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부문에 대해
서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10) 이는 현재 BASF가 대이란 석유화학 부
문 투자에 대해 이전과 달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대이란 진출을 진
행하고 있다. 일본의 소지쯔(Sojitz Corporation)는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석
유화학 설비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11) 소지쯔는 2016년 10월 메탄

106) “Total nears deal to invest up to $2 billion in Iran’s petrochemical industry”(2017. 7.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107) “Total nears deal to invest up to $2 billion in Iran’s petrochemical industry”(2017. 7.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108) KPMG(2017), p. 6.
109) BMI(2017b), p. 41.
110) “Iran’s Parsian SEZ Emerging as Major Petrochemical Hub”(2017. 6.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4).
111) BMI(2017b),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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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에서 프로필렌(MTP: methanol to propylene)을 생산하는 것과 천연가스
에서 폴리프로필렌(GTPP: gas to polypropylene)을 생산하는 설비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란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112) NPC는 이번 프로젝트에 MTP 관련 기술을 수입
하기 위해 독일의 화학기업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3)
이란의 마룬 석유화학 플랜트(Maroon Petrochemical Plant)는 2017년
11월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과 이탈리아 기업이 자국 내 2개의 프
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114) 그리고 에틸옥사
이드(ethyl oxide) 생산 설비에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기업인 마이르 테크노몬
트(Maire Tecnomont)가 개발자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115)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2017년 3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란 국영
석유기업(National Iranian Oil Company)의 자회사인 AHDAF가 발주한
사우스 파르스 12공구의 2단계 확장공사 본 계약을 30억 9,800만 유로에 체
결한 바 있다.116) 총 건설기간은 48개월이며, 설비 완공 시 연간 생산능력은
에틸렌 100만 톤, 모노 에틸렌글리콜 50만 톤, HDPE 35만 톤,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117) 이번 프로젝
트에는 자금 조달을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제공하는 시공자 금융주선이 적용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총자금의 85%를 담당하
기로 하였다.118)

112) “Sojitz to Join MTP, GTPP Projects in Iran”(2016. 10.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113) “Sojitz to Join MTP, GTPP Projects in Iran”(2016. 10.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114) “Iran Petchem Plant to Ink Deal with Euro Firms”(2017. 5.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4).
115) BMI(2017b), p. 41.
116) “South Korean firms sign major construction deals in Iran” (2017. 3.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117) 윤다혜(2017. 3.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118) 윤다혜(2017. 3.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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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외국기업의 주요 이란 석유화학 프로젝트 투자사례
국적

기업명

프랑스

토탈(Total)

프로젝트 내용
3개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통해 연간 22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투자규모

단계

15억~20억 기본계약 체결
달러

(2017. 7)

로열 더치 셸(Royal
네덜란드,

Dutch Shell), 마이르

에틸옥사이드(ethyl oxide)

이탈리아

테크노몬트(Maire

생산 설비 건설

-

MOU 체결
(2016. 10)

Tecnomont)
페르시안 미네랄
독일

BASF

산업특별구역(ParsianㅡMineral
Industries Special Zone) 내

40억 달러

세부 계획
없음

석유화학 설비 건설
일본

소지쯔
(Sojitz Corporation)

한국

MTP, GTPP 설비 건설

현대건설,

사우스 파르스 12공구 2단계

현대엔지니어링

확장 공사

10억 유로
31억 유로

MOU 체결
(2016. 10)
본계약 체결
(2017. 3)

자료: BMI(2017b), pp. 40~41; “Iran Petchem Plant to Ink Deal with Euro Firms”(2017. 5.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4); “Iran’s Parsian SEZ Emerging as Major Petrochemical Hub”(2017. 6.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4); “Sojitz to Join MTP, GTPP Projects in Iran”(2016. 10.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South Korean firms sign major construction deals in Iran”(2017. 3.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Total nears deal to invest up to $2 billion in Iran’s petrochemical industry”(2017.
7.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윤다혜(2017. 3.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주요 진출사례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자들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진 이란의 에탄을 기
반으로 한 석유화학 부문에 투자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119) 이란에 진출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것은 풍부하고 값싼 이란의 천연가
스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천연가스 생산 및 파이프라
119) BMI(2017b),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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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비 건설에 대한 우선 투자를 통해 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란
정부의 주요 합작 대상 석유화학 프로젝트 중 약 90%가 에탄, 프로판 등 천연
가스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120)
최근 미국의 이란 핵협상 불인증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이란에 진
출하려는 기업들은 2016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직후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기업이 이란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였다.121)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란에 대
규모 투자를 고려하거나 MOU를 체결하며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란의 취약한 사업환경, 관료주의 등 내부적 요인과 미국의
이란 핵협상 불인증 및 역내 갈등 등과 같은 외부적 불확실성 증가로 이란 진출
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과 같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장치산업 관련 기업들은 경제제재와 관련해 이란 내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대이
란 진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란은 향후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건설
을 늘려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외국기업의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스트 &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이란은 2016년 기준
총 73개의 프로젝트에 44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각종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제품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암모니아 및 요소가 18%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3 참고). 그다음으로는 메탄올이
14%,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이 1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계획 중인

120) NPC, Investment Directorate. Investment Opportunities. Petrochemical Projects Looking
for Partnership, Projects Announced Ready for Partnership in Petrochemical Industry of
Ir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4).
121)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그동안 외국 석유화학 기업의 이란 진출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솔(Sasol)
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및 독일 등은 높은 기술력과 1970년대부터 이란에
진출하여 현지의 사업환경 및 문화에 익숙한 점, 장기간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장점을 바탕
으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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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총 30개로, 약 35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 비중이 44%로 가장 컸으며, 메탄올(13%)과 에틸렌
(8%) 관련 프로젝트의 비중도 높았다(그림 3-4 참고). 특히 이란 정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메탄올 생산능력을 최대 2,400만 톤으로 늘려 이를 통해 폴리
프로필렌, 포름알데히드, MTBE, 메틸아민, 아세트산, DME 유도품 등의 생산
도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건설 중인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생산제품별 비중

암모니아/요소

18%

메탄올
프로필렌/폴리프로필

38%
14%

에틸렌
LDPE/HDPE

4%

11%
6%

에탄
기타

9%

자료: Frost & Sullivan(2016), p. 18.

그림 3-4. 계획 중인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생산제품별 비중

3%
13%
28%

암모니아/요소
메탄올
프로필렌/폴리프로필
에틸렌

4%

44%

에탄
기타

8%

자료: Frost & Sullivan(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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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이란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생산
을 시작하였다. 이란은 2011년 전 세계 13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으며, 제재
기간 동안 생산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역 내 다른 자동차 생산국인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등에 비해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122) 자동차 시장 규모도
다른 중동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이란의 승용차와 소형 상
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 시장 규모는 약 121만 대에 달했는데,
이는 GCC 국가 전체 시장 규모인 135만 대에 근접한 수치이다(그림 4-1 참고).123)

그림 4-1. 중동 지역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 추이(2013∼16년)
(단위: 천 대)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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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예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란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UAE

0

사우디아라비아

200

2016

주: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임.
자료: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2) OICA, Production Statistics, 2011 Statistics, http://www.oica.net/category/productionstatistics/2011-statistics/(검색일: 2017. 11. 30).
123)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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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동차 산업은 석유 부문과 함께 이란의 주요 산업으로 GDP의 2.5~3%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24) 또한 자동차 산업은 이란 노동력의 약 5%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약 100만 명이 자동차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5) 이란무역연구원(ITSR: Institute for Trade Studies
and Research)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23개 제조업 중 두 번
째로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가 큰 산업으로, 이란 산업발전을 이끌
핵심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126)
이란의 자동차 생산은 2000년대 들어 2011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
나 2012년부터 대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2013년에는
2011년의 165만 대 대비 74만 대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년 1월 제재가 완
화되면서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자동차 생산은 약 135만

그림 4-2. 이란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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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란 현지출장 기간(2017. 11. 3∼10)에 ITSR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추후 인용 시 ITSR 내부자료로 출처를
표기함.
자료: ITSR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4) Hosseinifar, Ebrahimzadeh, and Jünemann(2016), p. 4.
125) Dobbs et al.(2016), p. 55.
126) Kamali(2017), p. 3; 해당 자료는 2017년 개최된 제5회 한·이란 협력 포럼의 발표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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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기록하며 2015년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고).127)
향후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를 미루었던 이란 소비
자의 구매 증가 및 노후 자동차 교체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용차 생
산 및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8) BMI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란 자
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매년 9~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표 4-1 참고).129)

표 4-1. 이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전망
(단위: 천 대, %)

구분

2018

2019

2020

1,440

1,630

1,810

승용차

1,330

1,510

1,680

상용차

110

120

130

9.9

13.2

10.9

1,650

1,840

2,040

승용차

1,410

1,570

1,740

상용차

240

270

300

11.4

11.3

10.9

자동차 생산

자동차 생산 증가율
자동차 판매

자동차 판매 증가율
자료: BMI(2017a), p. 10, p. 19, p. 20.

나. 산업환경
이란의 자동차 생산은 대부분 CKD(Completely Knocked Down)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립 생산은 주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127) ITSR 내부자료; 해당 자료는 이란 현지출장 기간(2017. 11. 3~10)에 ITSR에서 받은 자료를 의미함.
128) BMI(2017a), p. 7.
129) BMI(2017a), p. 10, p. 1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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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기업의 지분투자 없이 이란 자동차 기업이 외국기업의 차량부품을 수
입해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시장은 CKD 생산 차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된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 Up) 비
중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130)
이란 내 자동차 생산은 이란코드로(IKCO)와 사이파(Saipa) 2개 업체가 양
분하고 있다. 승용차 기준 2개 회사의 생산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4-3 참고). 상용차에서도 IKCO와 사이파의 자회사인 코드
로디젤과 사이파디젤의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4 참고).131) 브랜드별 생산 규모는 2016년 기준 푸조가 34%로 가장 높았으
며 사이파가 29%로 그 뒤를 이었다. IKCO와 르노는 각각 12%, 9%를 기록하
였다(그림 4-5 참고).132)

그림 4-3. 승용차 생산 규모 및 점유율
(단위: 천 대, %)

<생산량>

<점유율>

1,600

100%

1,400

90%
80%

1,200

70%

1,000

60%

800

50%

600

40%
30%

400

20%

200

1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KCO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이파

기타

자료: ITSR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0)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131) ITSR 내부자료.
132)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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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상용차 생산 규모 및 점유율
(단위: 천 대, %)

<생산량>

<점유율>

300

100%
90%

250

80%
70%

200

60%
50%

1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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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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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코드로디젤

사이파디젤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바흐만그룹

기타

자료: ITSR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5.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2016년)

기타(16)
푸조(34)

르노(9)

IKCO(12)

사이파(29)

주: 괄호 안은 점유율(%)임.
자료: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IKCO와 사이파의 자동차 생산시설은 테헤란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 IKCO의 경우 테헤란 이외에 마슈하드, 타브리즈, 바볼, 쉬라즈, 케
르만샤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그림 4-6 참고).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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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라크,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등지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
고 있다. 사이파는 테헤란을 비롯해 카샨, 사베에 생산기지가 있으며 IKCO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베네수엘라, 시리아에 진출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그
림 4-7 참고). 두 기업의 생산능력은 IKCO가 109만 대로 95만 5천 대의 사이
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33)

그림 4-6. IKCO 생산시설 분포

마잔다란

타브리즈

테헤란

호라산

케르만샤

파르스

생산시설

생산능력(대)

테헤란

750,000

호라산(마슈하드)

150,000

아제르바이잔(타브리즈)

100,000

마잔다란(바볼)

30,000

파르스(쉬라즈)

30,000

케르만샤

30,000

총계

1,090,000

주: 괄호 안은 도시명임.
자료: PSA Group(2016), p. 8.

133) PSA Group(2016), p. 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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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사이파 생산시설 분포

사베

테헤란

카샨

생산시설

생산능력(대)

테헤란(사이파)

315,000

테헤란(파르스 코드로)

260,000

카샨(사이파 카샨)

180,000

사베(본로)

100,000

테헤란(잠야드)

100,000

총계

955,000

주: 괄호 안은 기업명임.
자료: PSA Group(2016), p. 10.

이란의 자동차 판매량도 생산량 증가와 함께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판매
량은 약 165만 대를 기록했던 2011년 대비 2013년에 74만 대까지 감소한 이
후 2014년에 다시 100만 대를 넘어섰다(그림 4-8 참고).134) 2015년 판매량
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
정되며, 향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기간 동안 이란 시장에서
철수했던 외국기업들이 제재해제 이후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으며 이란 소비자

134) ITSR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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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 브랜드 선호, 자동차 교체 수요증가 등은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이란 자동차 판매 추이
(단위: 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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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SR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6년 기준 모델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판매량이 높은 모델은 대부분 가격
이 낮고 현지화율이 높은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이 27만 대에 달하며
가장 높았던 X100은 가장 낮은 가격 세그먼트에 속해 있으며 현지화율도 높은
차량으로 분류된다. X100 다음으로 판매량이 높았던 푸조 206, 푸조 405, 푸조
파르스 등의 모델도 두 번째로 낮은 가격 세그먼트에 속했다. 현지화율이 낮은
차량은 대부분 판매량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고).135)

135)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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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모델별 판매 규모(2016년)
(단위: 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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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0

톤다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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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파르스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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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이란 자동차 판매의 대부분은 내수판매로 수출 규모는 전체 판매 대비 미미
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 수출량은 2010년 6만 대를 넘어서기도 하였으
나 2015년에는 6,408대로 하락하였다.136) 주로 승용차가 수출되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이라크였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은 승용차 19만 1,200대
를 이라크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참고).
한편 이란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2012년 5억 1,924만 달러에 달했으
나 2013년에 수출액이 크게 하락한 이후 2014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며 2억
4,400만 달러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참고).137)

136) ITSR 내부자료.
137) Hosseinifar, Ebrahimzadeh, and Jünemann(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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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이란의 국가별 승용차 수출규모(2005~13년)
(단위: 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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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sseinifar, Ebrahimzadeh, and Jünemann(2016), p. 5.

그림 4-11. 이란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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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sseinifar, Ebrahimzadeh, and Jünemann(2016), p. 6.

자동차부품 부문을 살펴보면 2015/16 회계연도 기준 이란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수는 1,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38) 지역별로는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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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알보르즈(Alborz) 남부에 718개 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북동부 지역에 125
개, 북서부 지역에 112개 순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업체에
고용된 인력은 약 55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5/16년 자동차부품 매출액은 80
억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 규모는 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2억 달러 규모의 부품이 수입되어 이란 내 부품 시장 규모는 132억
달러 수준을 보였다.139)

그림 4-12. 이란 부품업체 분포

북서 지방

112

알보르즈 북부
북동 지방
(호라산)

59
서부 지방

48

테헤란 및 알보르즈 남부

125

718
중부 지방

91
남동 지방

46

주: 2015/16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IAPMA(2017), p. 2.

138) 이란 회계연도는 3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까지임.
139) IAPMA(2017),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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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이란은 정부 주도의 국가개발계획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 및 목표
를 제시해왔다. 이란 정부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기계획인 ‘20년 비
전 계획(20-Year National Vision Plan(2005-25))’을 통해 경제성장 및 산
업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산업광물무
역부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 전략계획은 산업, 광업, 무역
부문의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7개 산업 부문
별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밝히고 있다.140)
자동차 부문 관련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2025년까지 최소
4%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41) 또한 자동차 3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역내 1위, 아시아 내 5위, 세계 11위 자리를 목표로 하
고 있다.142) 더불어 명망 있는 국내기업, 합작투자사(Joint Venture), 외국기
업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와 수출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신기술 도
입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자인, 엔지니어링 서
비스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143) 자동차부품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내수용 부품 생산과 60억 달러 규모의 수출용
부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144)
정부는 또한 민영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2016년 루하
니 대통령은 이란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춰야
140) Financial Tribune(2015. 8.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141) Financial Tribune(2017. 1.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142) Hosseinifar, Ebrahimzadeh, and Jünemann(2016), p. 10.
143) Financial Tribune(2015. 8.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IAPMA(2017), pp. 2-4.
144) IAPMA(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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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란 자동차 업체가 품질 향상을 위해 외국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45)
그러나 이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부문 민영화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지
지 아래 다수 국영기업의 매각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민영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였다.146) IKCO와 사이파도 민영화될 계획이었으나 기업 유동
성 부족 등의 문제로 주식매각이 연기된 바 있다.147) 2009년 이란민영화기구
(IPO: Iranian Privatization Organization)는 IKCO와 사이파 주식 각
37%를 기업공개를 통해 2010년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148)
이란 정부는 IKCO와 사이파의 민영화를 통해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을 꾀하였
으나 제재 심화로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어려워졌으며, 이란 국내기관이나 기금
에 의한 지분 인수가 이루어졌다.149)
루하니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 민간부문 육성 모
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란의 민영화 추진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s Corps) 등
현 체제하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던 세력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민영화
과정을 더디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150)
한편 이란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
다. 이란은 테헤란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세제혜택 등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2014년 이란 정부가 2,5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이후 2017년 11월 이란 국세청은 현재 9%에 달
145) EIU, Industry, Automotive, Countries, Ir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0).
146) EIU, Industry, Automotive, Countries, Ir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0).
147) 윤서영, 박철형, 강성수(2010), pp. 58~59.
148) BMI(2011a), p. 29.
149) BMI(2011b), p. 31.
150) EIU, Industry, Automotive, Countries, Ir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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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란
내 기술력과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151) IKCO는 이란 내 대학과 정
부기관, 외국기업 등과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IKCO는 향후 3년 안에 첫 번째 하이
브리드차 및 전기차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152) 또한 이란 에너지부 산하
전기차센터(EVC: Electric Vehicles Center)는 IKCO의 루나(Runna) 플랫
폼을 기반으로 가솔린-전기 하이브리드차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153)

표 4-2. 이란 자동차 부문 정책
부문

주요내용

자동차 산업 확대 및
기술 향상

· 2025년까지 자동차 부문의 GDP 대비 비중 4% 이상 목표
· 2025년까지 자동차 생산 300만대 목표
· 2025년까지 310억 달러 규모 자동차 부품 생산 목표(내수용 250억 달러,
수출용 60억 달러)

민영화
자동차 개발 부문 다양화

·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민영화
· IKCO, 사이파의 정부 지분 매각
· 하이브리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계획
· IKCO, 2017년 기준 3년 이내 첫 번째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생산 계획

자료: Financial Tribune(2015. 8.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Financial Tribune(2017. 1.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5); IAPMA(2017), pp. 2-7; EIU, Industry, Automotive, Countries, Ir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0).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이란은 자동차 수입 관세율 조정 및 완성차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다. 이란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완성차 수입을
151) Automotive Fleet(2014. 5.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Financial Tribune(2017. 11.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152) Azer News(2017. 9.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3).
153) Financial Tribune(2017. 11.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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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였다가 2005년에 수입을 재개하였는데, 수입을 재개한 이후에도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완성차 수입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154)
2017년 7월 이란 정부는 민간 자동차 수입업체가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수
입할 수 없도록 수입 허가의 신규 발행을 중지하였다. 이는 외국 자동차 업체의
이란 내 투자를 유도하고 수입차의 사후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155) 그러나 이번 수입 허가 중단 조치는 정부
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필수적
으로 등록해야 하는 웹페이지를 사전고지 없이 폐쇄한 점에서 이란 자동차 수
입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란수입자동차협회(IAIA: Iran Auto Importers
Association)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2주 만에 수입차 가격이 5~7% 상승하였
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상승 규모가 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156)
2017년 11월 말 현재까지 자동차 수입 등록은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내
각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57)
한편 제재해제 이후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이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제재해제 이후 논의된 외
국기업과의 합작투자 사업에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의
무사항에는 합작투자사 생산 차량의 30% 수출,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국산기
술 활용 차량 최소 20% 생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158) 실제 2017년 8월 프
랑스 르노와 이란 산업개발혁신기구(IDRO), 민간업체인 네긴 코드로(Negin
Khodro) 간 체결된 합작투자사 설립 계약에서 생산 차량의 30% 수출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화되었다.159) 르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란 정부의 의무 규정은
향후 이란과 외국 기업 간 진행되는 협력사업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160)
154) 윤서영, 박철형, 강성수(2010), p. 54.
155) Jung, Min-hee(2017. 9.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156) IAIA, Ne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6).
157) Financial Tribune(2017. 8.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6).
158) Financial Tribune(2017. 4.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6).
159) Batmanghelidj(2017. 9.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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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이란 자동차 시장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 자동차 업체
의 진출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제재기간 동안 중국을 제외한 다수 기업이 철수
하게 되었으며 이후 제재해제와 함께 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기업들의 시장 재진출이 눈에 띄고 있다. PSA 푸
조 시트로엥은 제재해제 직후인 2016년 1월 기존 협력업체인 IKCO, 사이파
와 합작투자사 설립에 합의하였다. PSA 푸조 시트로엥은 제재 이전에 지분투
자 없이 생산을 위탁하는 라이선스 방식으로 현지 진출하였다가 철수한 바 있
으며, 이번 합작투자 합의를 통해 이란 시장 재진입을 본격화하였다. PSA 푸조
시트로엥의 계열사인 푸조와 시트로엥은 각각 IKCO, 사이파와 50:50의 지분
으로 합작투자사 설립에 합의하였다. 푸조와 IKCO는 합작투자사인 IKAP(Iran
Khodro Automobiles Peugeot)를 설립하여 푸조 208, 301, 2008 등의 새
로운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며, 연간 2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트로
엥은 사이파와 연간 15만 대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SA 그룹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샨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161)
또 다른 프랑스 기업인 르노는 2017년 8월 이란 IDRO, 네긴 코드로와 합작
투자사 설립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분율은 르노가 60%, IDRO와 네긴 코드로
가 각각 20%이다. 르노는 제재 이전 IDRO와 합작투자사인 르노 파르스
(Renault Pars)를 설립하여 IKCO와 사이파를 통해 위탁 생산해왔는데, 르노
파르스는 구형 모델 생산을 유지하고 새로 설립된 합작투자 회사가 신형 모델
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는 사베 지역에 연 15만 대 생산 규모의 신규
160) 이란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전문가간담회, 2017. 11. 22, 대한민국 서울).
161) PSA Group(2016), p. 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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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초기에는 심볼(Symbol), 더스터(Duster)
등의 모델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르노의 생산능력은 현재의 연 20만
대에서 35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62)
독일에서는 다임러가 2016년 1월 이란코드로디젤(IKD), 마무트그룹(Mammut
Group)과 합작투자에 합의하였다. 다임러는 두 기업과 메르세데스 벤츠
(Mercedes Benz) 트럭의 현지생산을 위한 합작투자사와 판매사 설립에 관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다.163) 또한 IKCO의 자회사인
IDEM(Iran Diesel Engine Manufacturing)과 엔진 생산 관련 MOU를 체결
하였는데, IDEM을 통해 400, 900, CNG 900 모델의 엔진을 생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164) 한편 말레(Mahle)도 2016년 IKCO와 엔진 설계 및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3실린더 터보차저 엔진을 생산할 예정으로, IKCO
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이란과 세계적 자동차 기업 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65) 한편 이탈리아 피닌파리나는 2017년 5월 IKCO와
모듈러 플랫폼 개발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번 계약은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최소 4종의 차량이 개발될 예정이다.166)
한국에서는 제재해제 이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시장 진출을 재개하
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란 완성차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왔으
나 2012년부터 제재의 영향으로 공식 수출이 중단되었다. 수출 중단 이전
2011년 기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이란 자동차 수출 규모는 2만 대 수준인 것
으로 파악된다.167)
162) Reuters(2017. 8.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MEES (2017. 8.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163) Thomas(2017. 1.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164) IHS Automotive SupplierInsight(2016. 1.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165) Tehran Times(2016. 8.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Mehr News Agency(2016. 8.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166) Financial Tribune(2017. 5.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167) Financial Tribune(2017. 3.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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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제재해제 이후 2016년 말 이란의 케르만 모터스(Kerman
Motors)와 i10, i20 생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CKD 방식으
로 i10, i20 해치백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168) 현대자동차는 케르만 모
터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 서비스, 부품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등의 이전
협약을 맺고 이란산 부품 비중을 2018년까지 40%로 올리기로 합의하였
다.169) 또한 2017년 3월 케르만모터스와 엘렌트라 모델 생산계약도 체결하였
다.170) 8월에는 이란 현지에서 생산된 경트럭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으로 수출
되기도 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부문 이란 협력업체인 소루쉬 디젤 마브
나(Soroush Diesel Mabna)는 2018년 3월까지 이라크에 985대의 현대자동
차 트럭을 공급할 계획이다.171)
기아자동차도 대이란 완성차 수출을 재개함과 동시에 기존 협력사인 사이파
와 CKD 생산을 시작하였다. 기아자동차는 포르테 모델을 CKD 생산을 위해
수출하였으며, 2016년 1분기 기준 수출량은 1,20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172) 포르테는 현지에서 세라토(Cerato)라는 모델명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세라토가 새로운 경찰차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6/17 회계연
도 시작부터 10개월간 사이파는 약 2만 대의 세라토 차량을 생산한 것으로 집
계되었다.173)

168) 강훈상(2017. 8.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
169) 강훈상(2017. 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
170) 강훈상(2017. 8.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1); 엘란트라는 한국 아반떼의 현지 모델명임.
171) Financial Tribune(2017. 8.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2).
172) 강현우(2016. 4.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6).
173) Financial Tribune(2017. 2.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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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제재 해제 이후 이란과 주요 외국기업 간 자동차 부문 협력 사례
기업

시기

주요내용
- 푸조, IKCO와 합작투자사 설립 합의(지분 비율 50%)

PSA 푸조 시트로엥
(프랑스)

2016

- 2020년까지 20만 대 생산 목표
- 시트로엥, 사이파와 합작투자사 설립 합의(지분 비율 50%)
- 연간 15만 대 생산 목표

르노
(프랑스)

- IDRO, 네긴 코드로와 합작투자사 설립 계약 체결(지분 비율 60%)
2017

- 연간 생산능력 20만 대에서 35만 대로 증대
- 일자리 3,000개 창출 기대
- 2016년 1월 이란코드로 디젤, 마무트그룹과 합작투자사 설립 의

다임러
(독일)

2016

향서 체결
- 메르세데스 벤츠 현지 생산, 판매회사 설립 등 추진
- IDEM을 통해 엔진 3종(400, 900, CNG 900) 생산 계획

말레
(독일)
피닌파리나
(이탈리아)
현대자동차
(한국)
기아자동차
(한국)

2016

- IKCO와 3실린더 터보차저 엔진 설계 및 생산 계약 체결

2017

- IKCO와 모듈러 플랫폼 개발 협력 합의
- CKD 방식으로 경차 i10, i20 해치백 모델 생산

2017

- 엘렌트라 생산 계약 체결
- 소루쉬 디젤 마브나가 트럭 985대 이라크 수출 계약 체결

2016

- 사이파와 세라토 CKD 생산

자료: Thomas(2017. 1.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Reuters(2017. 8.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IHS Automotive SupplierInsight(2016. 1.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Financial
Tribune(2017. 8.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2); 강현우(2016. 4.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6).

나. 시사점
이란 자동차 부문은 대이란 제재 심화로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주요 기업의
시장 진출이 중단되거나 협력이 약화되면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기업은 이란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갔다.
제재기간 동안 체리(Chery), 지리(Geely), 리판(Lifan), 창청(Great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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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 장화이(JAC), 베이징(BAIC) 등 다양한 중국기업이 현지 업체와 협력
하여 생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다. 선택 가능한 차량이 제한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란 소비자들이 저가 자동차를 선호하게 된 점도 중국 자동차 기업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인 체리와
리판의 2013년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사이파, 푸조, IKCO, 르노에 이어 상위
5~6위를 기록하였다(그림 4-13 참고).174) 2014년 다른 브랜드의 시장 진입
으로 중국기업 점유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중국 자동차 업체의 이란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에서 2015년 약 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75)

그림 4-13. 이란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2013~14년)
<2013년>
체리(3.9)

<2014년>
리판(1.4)

르노(7.5)

지리(1.4)

토요타(1)
리판(0.9)

기아(1.8)
체리(2.2)
르노(3.8)
현대(3.9)

IKCO(16.9)

사이파(39.5)

IKCO(13.5)

푸조(30)

푸조(35.7)

사이파(33.9)

주: 괄호 안은 점유율(%)임.
자료: BMI(2016), p. 15.

한편 중국에 있어서도 이란은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기록해 최대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176) 제재해제 이후에도 중국기업들은 새로운 모델
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
174) BMI(2016), pp. 14-15.
175) Hosseinifar, Ebrahimzadeh, and Jünemann(2016), p. 9.
176) Chow, Namrita(2017. 6.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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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77)
한국기업은 제재가 심화되면서 공식 수출을 중단하였으나 프라이드 등 일부
모델의 경우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조립 생산되었다. 제재해제 이후 한국기업들
은 새로운 모델을 바탕으로 CKD 수출을 재개하며 이란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
하고자 하고 있다. 완성차 수입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점유율은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는데, 2016년 기준 현대자동차가 전체의 28%, 기아자동차가 17%, 쌍
용자동차가 7%를 차지하였다.178) 한국 자동차는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이란
소비자의 선호가 높고, 낮은 품질 수준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던 중국 자동
차에 비해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79) 그러나
중국기업들도 품질 향상을 이루어나가며 진출 범위를 다양화하고 있어 이에 대
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의 부상과 함께 제재해제 이후 시장에서 철수했던 외국기업이 복귀
하면서 이란 시장 내 업체간 경쟁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제재 이전부터 높은 점유율을 보유했던 유럽 기업들이 이란 현지업체와 합
작투자사를 설립하며 시장 재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푸조, 르노 등 기존 강세
브랜드의 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재 이란 시장 진입에 미
온적인 일본기업까지 이란에 진출하게 되면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PSA 푸조 시트로엥, 르노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향후 이란 자동차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란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사 설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이란 정부가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177) 2017년 9월 케르만 코드로(Kerman Khodro)의 자회사이자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BYD의 이란 협
력업체인 카르마니아(Karmania)는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인 송(Song)과 하이브리드 차량인 탕
(Tang)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케르만 코드로의 또 다른 자회사인 리간 코드로(Rigan
Khodro)는 창펑자동차의 소형 SUV인 Leopaard CS10, 하우타이의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인
Hawtai A25 등 2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ILNA(2017. 9.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178) 전문가간담회 비공개 자료.
179) Aria Afzar Shiraz Company, M. M. Amininezahd 대표 인터뷰(2017. 11. 8, 이란 쉬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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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이전, 수출 의무화, 부품 현지화율 규정 등 계
약 요구사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계약 체결 시 이란 측과의 의견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란 자동차 산업은 제재해제 이후 외국기업과의 협력
재개를 통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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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
란 제재해제 이후 이란의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8천만 명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대이란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
속될 것이라는 대내외적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장과 4장에서는 이란 제조업의 주축이 되는 석유화학 부문과 자동차 부문
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외국인 진출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양 부문 모두 이란
의 저항경제를 대표하여 국내 생산과 수출을 늘릴 계획이며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서두르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은 풍부하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기반
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운스트림 석유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고용창출 및 전후방 연쇄
효과가 커서 이란 정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부품의 조
립 비중을 늘려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 부문
모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란 정부는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와
선진기술을 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 국내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기반을
확대하여 비석유 부문에서의 외화 수입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란 정부는 국내기업에도 이란 내 합작투자기업(JV) 설립 및 기
술이전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으로서는 이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
여 바로 진출하기에는 대내외적 투자 리스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먼저
국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미·이란 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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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또한 이란 내부의 투자 및
금융 관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거나 이미 관련 법제도는 그에 맞
게 갖추었지만 실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국내기업들의
대이란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역량이 경
쟁국 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도 대이란 투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과 이란정부 간 체결된 금융약정으로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이는 이란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는 사업에
국한된다는 제약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에
독자적인 진출역량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이란 진출이 지연될 경우 유럽기업이나 중국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통적으
로 경제협력사업이 많았던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기업과 최근 제재기간 중
대이란 수출과 투자를 크게 늘린 중국기업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에서 국내
기업보다 빠르게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정부도
한·이란 산업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
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한·이란 산업협력이 지속가능한 경제협력관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역 위주의 협력관계
에서 벗어나 상호투자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내기업으로서는 이란 진출을 통해 중동,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
의 진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 부문과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
로 주변국으로의 수출기반을 늘릴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
째, 앞서 언급된 미국·이란 관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소
규모의 투자 및 기술이전 또는 기술전문 컨설팅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한 자
문사업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에 나오는
2절과 3절에서는 각각 석유화학 부문과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각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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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을 통해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진출 시사점을
도출한 뒤 구체적인 협력사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강점은 값싼 원료공급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이란 정부의 육성정책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에서 찾을 수 있
다(표 5-1 참고). 또한 숙련 노동력이 많고 8천만 명 규모의 큰 내수시장을 가
진 점 역시 산업발전에는 긍정적 요소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품질 개선과 제품
다양화를 결합할 수 있다면 이란 석유화학시장에서 커다란 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재해제가 불완전하여 선진기술 및 외국인
투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이란 정부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고정가격 제도
가 시행되고 있는 점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
정가격제로 인해 생산 면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 면에서는 기
업의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의 어려움은 석유화학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향후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산업 등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많
은 연관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이란이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의 물류
입지가 좋아 앞으로 수출 수요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언급했듯이 미국·이란의 관계 악화는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진기술 및 외국인투자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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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더욱이 상대적 저유가의 장
기화에 따른 정부재정수입 감소는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및 축소 등으로 이어져 석유화학제품 시장까지 위축될 수도 있다. 장기간
의 경제제재로 도로, 항만, 전력 등 석유화학 산업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
화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석유화학 부문의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이란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
출시장인 중국의 자급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감소하
고 있는 점도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SWOT 분석결과로부터 국내기업과 정부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이
란 석유화학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진출 분야를 확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 역
시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
되는 정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180)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약점과 위협요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서 우리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의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이전, 전문인력 교육, O&M (Operation & Management) 서비스 제공, 기술
제휴 등을 주요 산업협력 목표로 고려할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기
업의 향후 협력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란 시장의 유통망 및 주변국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되고 관련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는 국내기업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대규모 합작투자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위주로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80) 이는 후술하겠지만 자동차 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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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이란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에탄)

· 선진기술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접근성 제한

· 숙련 노동력 공급 비교적 원활

·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고정가격 제도(국제 가격

· 거대 내수시장 존재
· 이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육성정책

대비 50~70% 설정)
·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관련 제품 생산 제한

기회(Opportunities)
· 향후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원료 공급
증가 가능성
·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 자동차 등 관련 산업 성장 가능성
·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

위협(Threats)
·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및 핵협상 파기
가능성
· 저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산업 위축 가능성
·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 낙후
· 투자 관련 제도 낙후 및 불확실성
· 이란의 주요 수출선인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입
감소

자료: BMI(2017b), pp. 9-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협력방안
1)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
이란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다양한 생산공정 개발이나 제품 생산을 원하고
있으나 금융조달의 어려움, 프로젝트 개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
다. 이에 이란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기업에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NPC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과 이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별도로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대규모 합작투자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앞서 주요 외국기업 진출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석유
화학 기업들도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 금융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합
작투자 등의 적극적인 진출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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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국내기업은 강점이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의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
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
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생산 시스템 이
전과 관련된 자문사업과 함께 소규모 지분투자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된다면 값싼 원료의
안정적 제공을 전제로 이란의 석유화학 특구에 본격적인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란 내 다양한 범용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NPC는 프로필렌 유도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고,181) MTO(methanol to olefins)와 GTO(methane gas to olefins) 기술
을 통한 올레핀 생산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182) 이번 이란 현지조사를 통
해서도 PGPIC를 비롯한 많은 이란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
운 제품의 생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나프타 기반 석유
화학제품의 낮은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
족(Aromatics) 제품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183) 쉬라즈 석유화학회사(Shiraz Petrochemical Company)도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크리스탈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황 피복 요소(SCU: Sulfur-Coated Urea), 애드블루(AdBlue) 등을 향후 주요
관심 제품으로 제시하였다.184)185)

181) Mistry and Shekhar(2016), p. 5.
182) Padjooh, Niakan, and Taleifard(2017. 11.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8).
183) 이란 무역연구원(ITSR) Afsaneh Shafiee 박사(석유화학 담당자) 인터뷰(2017. 11. 4, 이란 테헤란).
184) Shiraz Petrochemical Company, A Ghanbarian 상무 인터뷰(2017. 11. 7, 이란 쉬라즈).
185) “애드블루(Adblue)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시스템의 촉매를 보호하는 촉매제
인 요소수에 대해 유럽에서 만든 품질 표준이자 브랜드이다. 애드블루는 32.5%의 요소 수용액으로
서 대기 환경 개선과 함께 연비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다.” 상용차 신문, ｢HOME, 부품/용품, 용품.
요소수 품질 표준, 애드블루(AdBlue)란?｣(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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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술 수출
석유화학 부문은 장치 산업의 특성상 석유화학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
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석유화학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한·이란 산업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186)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들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O&M 서비스 제공사로서 독자 진출하거나 한국 건설기업과 함께 설비운영사
로서 수주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술의 강점과 약점
구분
기초기술

강점

약점

국내기업에 강점이 있는 기초기술

원천기술 인력 부족

분야는 없음

촉매 공정기술 열위

범용성 제품의 응용기술 및 생산기술

그레이드 다양화 및 고급화 미흡,

확보

고부가가치 신기술 접목기술 취약

개발기술

범용성 제품의 개발기술 확보

복합화 신소재 개발 미흡

제조․생산 기술

선진국 수준

응용기술

환경 분야 미흡
원료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

자료: 황윤진, 석유화학산업 기초분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24)을 토대로 저자 작성.

3) 인적 교류 및 현지 인력 교육
이란은 마흐샤흐르와 앗살루예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단지 조
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의 다양화도 추구하면서 석
유화학 설비 관련 전문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기업
은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선진화된 우리 석
유화학단지에 대한 견학 및 단기연수 등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킬 필요
가 있다. 또한 이란 측의 관심이 증가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고

186)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7. 11. 15,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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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력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생산설비 및 프로세스에 친숙
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양국간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석유화학 부문 협력사업의 일
환으로 인력 교류나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내 전문기관 및 기업
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이란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인구 약 8천만 명의 풍부한 내
수시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중동 지역 산유국에 비해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자동차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재 이전까지 자동차 생산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로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
량이 급감하였으며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크게 축소되었다.
제재기간 동안 해외 브랜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제한되면서 이란 자동차
시장은 자국업체와 기존 주요 외국업체의 공백을 메운 중국업체가 주도하였다.
이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이
란 소비자들은 한정된 선택권 내에서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제재해제 이후 외국기업의 시장 재진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 선호가 높고
차량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 수요도 큰 것으로 파악되어 이란 자동차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란 정부가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란 시장 진출기회는 풍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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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기업의 이란 자동차 시장 진출은 산업육성을 위한 이란 정부의
보호 및 규제정책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재해제 이후 이란 정부는 외
국기업의 현지 투자와 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의 수입허가를
제한하고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적용하는 등 현지 생산을 의무화하여 자국산업
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기업의 수출 및 판매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며 향후 이란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투자를 통한
생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핵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란 자동차 산업발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에서
이란 핵협상을 강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과 이란에
모두 진출해 있는 기업의 경우 이란 시장 진출에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에서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많은 폴크스바겐, 다임러, BMW 등의 독일 기
업은 이란 측과의 협상이 지연되어 왔는데, 이는 이란 시장에 선점적으로 진입
해 생산량을 늘려가는 PSA 푸조 시트로엥, 르노 등의 프랑스 기업과는 대조적
인 모습이다.187)
또한 달러화 거래 금지 등의 금융제한도 외국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과 투자
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로 인해 이란 내 투자유입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
고 있으며 경제회복세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현지기업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한 점도 외국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
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협력업체가 미국이 지정한 거래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
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란 자동차 산업은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이
187) Reuters(2017. 2.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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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
은 여러 변수를 검토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이
란 측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협력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사업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출 부문의 우
선순위를 체계화하여 수요가 높은 부문부터 진출하면서 기업 인지도와 신뢰도
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대 정부 협력 채널 마련을 통해 기
업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정책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기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협력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방
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5-3. 이란 자동차 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이란 정부의 산업보호정책 및 규제 강화

·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

· 노후화된 인프라 및 뒤처진 기술력

· 풍부한 내수시장

· 국영 자동차 기업 경쟁력 부족

· 자동차 제조업 기반 구축

· 저유가, 투자유입 부족으로 인한 경제회복
둔화

기회(Opportunities)
· 중산층 증가로 인한 신차 수요 및 기존 차량
교체 수요 증가
· 해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자 선호도
· 제재해제 이후 외국기업과의 협력 적극적으로
추진

위협(Threats)
· 미국과의 긴장관계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 핵합의 파기에 대한 우려가 투자유입 저해
· 기업 정보 불투명성
· 제재해제 이후 기업간 경쟁 고조

자료: BMI(2017a), p.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주요 협력방안
1) 고기술(high-tech) 품목 중심 진출 및 합작투자사 설립
이란 자동차 시장은 차량 자체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기술력 있는 부품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 111

대한 수요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란 시장의 위험이 아직은 큰 상황에서 대규
모 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에도 불구하고 이란 현지업체가 생산하기 어려운 고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란 및 외국 기업과의 경쟁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
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수출판매를 통해 시장에 진
출하였다가 이후 현지생산, 합작투자사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압 트랜스 및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
인 이림전자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림전자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보그워너(Borg-Warner)를 통해 점화 코일을 이란에 공급하기 시작하
였다. 이림전자는 이란 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2017년 상반
기 기준 이란 자동차용 점화 코일 시장에서 이림전자의 시장점유율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88) 이림전자는 세계적 기업인 보그워너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2012년 미국과 유럽 제품의 대이란 수출이 중단되면서 점화 코
일 모듈 전체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189) 이림전자는 고압
기술의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
국 대상 CKD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190)
또한 2017년 10월 현대파워텍은 사이파의 자회사 메가모터스(Mega Motors)
와 기어박스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어박스는 이란의 수요가 큰 부품으로
이란은 기어박스를 한국과의 주요 협력 가능 부문으로 꼽아왔다.191) 계약에 따
라 두 가지 모델이 생산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이파의 새로운 플랫폼인
188) 김민식(2017. 7.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189) 김정범(2016. 6.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190) 김민식(2017. 7.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28).
191) 이란 산업개발혁신기구(IDRO) Parviz Afshari Aghajari 팀장 인터뷰(2017. 11. 6, 이란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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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00용 기어박스가 생산될 예정이다.192) 이에 앞서 현대파워텍은 IKCO와
도 기어박스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업은 IKCO의 새로운 플랫폼용 6단
자동 기어박스 40만 개를 개발 및 생산, 공급하는 데 합의하였다.193)
한편 자동차 수출과 함께 자동차 관련 솔루션이 함께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커넥티드카 솔루션 개발업체인 유브릿지는 카미러링 서비스인 카링크
(Carlink)를 이란에 공급하기로 하였다.194) 카링크는 스마트폰의 모든 애플리
케이션 화면과 소리를 내비게이션에서 공유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카링크는 사이파가 판매하는 기아자동차의
세라토 모델에 기본 탑재되고 있다. 유브릿지는 향후 차량 내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사용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 확
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브릿지의 이란 시장 진출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 부문을 확대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195)

2) 퇴직기술자 활용 기술자문 사업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양국간 기술인력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인력 교류의 한 방식으로 경력이 풍부한 은퇴기술 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IT 등 산업의 주
요 기업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은퇴한 엔지니어를 비롯한 기술인력을 파견
해 왔다.196) 한국에서도 은퇴한 기술직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여 국내기술을 전
파·지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S-OIL 과학문화재단은 에티오
피아 시멘트 기술 전수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관련 부문 우수 퇴직 기술진을

192) Financial Tribune(2017. 10.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193) IKCO(2017. 10.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194)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대체로 자동차 내부의 각종 기기와 외부의 네트워크가 무선통신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정보 연결성과 접근성이 제공되어 차량 자체를 정보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
동차를 의미한다. 한태만 외(2015), p. 12.
195) 이규화(2017. 4.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196) 손정협(2008. 1.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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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으로 구성하여 기술 자문 및 전수, 인력 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
다.197)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이란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국에서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수 은퇴인력의 고용기회가 늘
어나게 될 것이며, 이란은 자동차 부문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2016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에 한·이란 기술교류센터(IKTEC)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이란 협력기업
매칭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중소기업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
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198) 또한 이
노비즈협회는 한·이란 기술교류센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규 수요기술을 발
굴해 왔으며 현지 기술코디네이터 양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199) 이와 같은 지
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은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
히 중소기업 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 구축
이란 자동차 시장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의 위험요소로 인해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쉽지 않은 시장 중 하나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 및 스
냅백(snapback) 가능성 존재라는 외부적 영향과 더불어 이란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정책과 정책 변동성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 지분구조 등 기초적인 기업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실송금이 어려운 점도 기업의 투자를 막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197) 문성희(2014. 6.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
198) 박성진(2017. 9.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안갑성(2017. 4.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199) 김진아(2017. 7.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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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정부 차원의 협의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제시 및 논
의하고 필요한 경우 명문화된 합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현지 합작투자사 설립에 합의한 프랑스 자동차 기업의 경
우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시장 의존도가 낮은 영향도 있었지만
시장 진출 이전 양측 정부간 협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0)

4) 글로벌 표준 시스템 컨설팅 사업
산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설비, 기술 등에 관련된 표준 시스템이 필요하
나 이란에서는 이러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KSP 사
업 등을 통해 표준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란은 표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고, 한국은 국내 표준 시스템을 이란에 구축하여 관련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협력부문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력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201)
한편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기능안전 등 새로운 기술
에 대한 표준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202) 한국은 전기차와 충전
기 전반에 대한 국가 산업표준 정비를 추진하며 세계시장에서 선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203) 향후 이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을 추
진하게 되면 차량이나 부품 등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협력을 넘어서는 또 다
른 유망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 이란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전문가간담회, 2017. 11. 22, 대한민국 서울).
201) 주이란 한국대사관 관계자 인터뷰(2017. 11. 6, 이란 테헤란).
202) 강은영(2017. 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7).
203) 박태준(2017. 11.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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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ran’s Economic and Political Tren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ooperation
LEE Kwon Hyung, SON Sung Hyun, JANG Yunhee, and RYOU Kwang Ho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als to expand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ran focusing on the petrochemical and automobile sectors that
occupy the largest share of the Iranian manufacturing industry.
Chapter 2 touches up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 policies in Ir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cent changes in both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of the country, analyzing Korea-Iran economic relations.
Contrary to expectations for a rapid economic recovery after lift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in January 201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o the country have continued to remain
sluggish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high. A ban on
Iranian access to U.S. dollar transactions as prescribed under the
primary sanction and the worse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ran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came into office have become
key factors which undermine investors’ confidence. On top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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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bility of Iran’s macro-economic conditions is recently being
threatened mainly by the high inflation rate and steady rial
depreciation. Upon this backdrop,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ran have greatly expanded, mainly in the trade and
construction sectors.
Chapters 3 and 4 deal with the policies,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Iranian petrochemical and automotive industries. Iran’s NPC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performs the pivotal role of
producing petrochemical products as well as regulating the
petrochemical market. Iran’s petrochemical complexes are mainly
being developed in special economic zones at Mahshahr and
Assaluyeh with 58 petrochemical complexes under construction that
are expected to produce 134.4 million tons of petrochemicals per
annum. The Irani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petrochemical
sector as a strategic industry through its fifth and sixth 5-year
development plans and is pushing for policies such as privatization,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Iranian government also
provides cheaper feedstock, tax exemption and deregulation on
petrochemical companies in special zon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petrochemical secto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n were lifted, French and German companies
showed strong commitment to invest in the Iranian petrochemical
sector, reflecting high expectations for Tehran’s development policy
and high growth potential.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Iran and difficulties in financing,
global companies’ willingness to invest in Iran has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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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Iran, the largest
auto-producing country in the Middle East, car production has been
recovering since 2013. The Iranian government is actively moving to
foster its automotive industry, focusing on indu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romoting transfer of technology with high tariffs
on imported cars. Iran is trying to become an automobile manufacturer
with advanced technological foundation rather than a CKD (completely
knocked down) assembler. With the rise of Chinese companies and
re-entry of French and other European firms in the Iranian auto
market,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expected to be intensified. In
addition, there are interior and exterior risk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the primary sanction imposed by the U.S., and the
volatility of Iran’s regulatory policies.
Chapter 5 presents specific cooperative projects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the industrial environment of the petrochemical and
automotive sectors. Given the risks stemming from uncertainty in
U.S.-Iran relations, b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approached
strategically in division of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measures focusing on collaborative project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In the petrochemical
sector, first of all, advisory service projects to transfer the production
system of high-value-added petrochemicals could be explored.
Second, Korean companies could be an operations and maintenance
service provider in the Iranian petrochemical sector, participating
in petrochemical plant construction projects initiated b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hird, exchange program of engine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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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in both countries’ petrochemical sectors could contribute
mutual understanding of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and future
joint ventures in the sector. The projects could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ly through high-leve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utomotive secto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igh-tech
components and automotive software development rather than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as cooperative project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Given negative impacts that could
be imposed on large scale projects due to uncertainty of U.S.-Iran
relation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uld participate in
those projects. Second, a technical advisory program utilizing retired
but experienced Korean engineers could be considered as a tool for
technology transfer. Such an exchange program could benefit both
countries, as Korea can create jobs for retired engineers and Iran
could improve its technological knowhow and cultivate skilled
manpower. Third,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in the Iranian market,
an intergovernmental channel for enterprise support could be
established to find solutions to corporate disputes in joint projects.
Fourth, the Korean and Iranian governments could promote
cooperation for transfer of Korea’s standardization systems to Iran
that could be beneficial to bilateral cooperation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and job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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