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의 경제, 무역 및 산업 동향

□ ‘ 20.3.20.~5.20간 비 석유부문 무역액이 93.9 억불을 기록
ㅇ 이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50.4억불 상당의 상품을 수입한 반면,

□ 환율(Bonbast, 판매기준)
ㅇ 미 달러 대비 이란 리알 환율은 계속 가파른 오름세(‘15.7.14:
32,300 → ’18.5.8: 64,500 → ‘20.5.30: 176,000/US$, 약 444.9%↓)

‘

‘20.5.31일 동안 약 444.9% 정도의 리알화 가치 하락

- 15.7.14~

(미 달러 대비 이란 리알 환율)

43억불을 수출

- 이란의 5대 수입국은 중국 12.3억불, UAE는 17.8억불, 터키
5.4억불, 러시아 3.6억불, 인도 3.4억불 순
* 이란력 첫 달(3.20 –4.20일)에는 네덜란드 4위, 인도 5위 수입국

- 이란의 5대 수출국은 중국 11.9억불(27%), 이라크 11.1억불(25)%,
UAE 6.8억불(15%), 아프가니스탄 3.4억불(8%), 터키 1.44억불(4%) 순
ㅇ 이란은 주변국들과 그 간의 COVID-19 봉쇄정책을 점차 완화하고,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첫 달에 비해 60% 증가)

□ 이란-EU간 무역 현황(European Statistical Office)
ㅇ 2020.1분기(1~3월) 기간동안 이란과 EU간 무역액은 작년 동기
대비 0.22 % 감소한 11.6억 유로를 기록
- 이란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상승한 2.26억 유로를 수출하고,
EU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5.1% 하락한 9.4억 유로를 수입

□ 이란 통화 명칭 및 단위 변경 추진
ㅇ 이란은 미 제재 이후 리알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따라 2년에
걸쳐 통화 명칭 및 단위를 변경 추진(5.4일 의회 통과)

ㅇ 이란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0.7억 유로), 네덜란드(0.5억), 이태
리(0.4억), 스페인(0.23억), 벨기에(0.14억) 순
- 이란의 주요 수입국은 독일(4.2억 유로), 이태리(1.36억), 네덜

- 통화 명칭 : 리알 → 토만 으로 변경, 통화 단위 : 기존 리알

란드(0.8억), 프랑스(0.5억) 순

통화에서 4개의 영을 삭제
* 법안이 시행될 경우 1 토만 : 10,000리알과 같음

ㅇ 헌법수호위원회는 국제통화체제에 법정가격의 계산 및 결정 기준을
통보치 않는 등 문제점과 모호성 때문에 승인을 거부(5.30일)
- 동 위원회는 동 법안의 수정을 위해 이란 의회에 환부 예정

※ 참고 : ‘20.1분기 한국-이란 무역액은 50백만불(수출 47, 수입 3)

□ 이란의‘19년 자동차 생산이 전년 대비 9.6% 감소
ㅇ 이란 증권거래기구에 따르면, 2019년(‘19.3월~’20.3월) 기간 동안
전년 대비 9.6% 감소(92,660대)한 863,263대의 승용차를 생산

- 양대 자동차 회사중 Khodro(IKCO)는 전년 대비 8.1% 하락한
393,812대 생산, SAIPA는 전년 대비 13.5 % 감소한 363,379대 생산
※ IKCO는 여러 상용차모델 생산라인을 중단한 바, 19년 생산량 미 발표

□ 이란 석유화학산업 ‘19년(2019.3~2020.3월) 95억불 수출
ㅇ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석유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산업
으로써‘19년도 이란 55개 석유화학사가 95억불 수출을 기록
- 총 3,100만 톤의 제품생산(약 350개 품목), 이중 2,300만 톤을
수출(95억불) 하고, 나머지 800만 톤은 국내에서 활용
ㅇ 이란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산업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 부가가치화 및 생산능력 확충중
- 현재, 연간 생산량 30% 확충을 위해 12개 프로젝트 추진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