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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약황 (2020.5.25. 현재)

일반사항
수 도 : 테헤란(Tehran)
인 구 : 8,490만명(2020)
면 적 : 164만㎢(한반도 7.5배)
언 어 : 페르시아어(공용어)
종 교 : 이슬람교 98%(시아파94%, 수니파4%), 기타 2%
민 족 : 페르시아인(61%), 아제르바이잔인(16%)
쿠르드인(10%)
정치현황
국가체제 : 정교일치 이슬람 공화국
통치구조 : 국가최고지도자 하 민선 대통령 체제
주요인사
- 최고지도자 :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하메네이)
- 대통령 : Hassan Rouhani(로하니)
- 국회의장 : Mohammad Bagher Qalibaf(갈리바프)
- 외교장관: Mohammad Javad Zarif(자리프)
경제현황
GDP : 5,813억불(2019, EIU)
1인당 GDP : 7,010불(2019, EIU)
화폐단위 : Iranian Rial 이란 리얄화
* 2021.2월 기준, US$1=42,000 리얄 (공식환율)
석유매장량 : 1,556억 배럴(약 9%, 4위)(2018, BP)
석유생산량 : 470만 배럴/일(약 5%, 5위)2018, BP)
가스매장량 : 31.9조 입방미터(약 16%, 2위)(2018, BP)
아연, 구리, 철광석, 우라늄 등 총 68종 광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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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의 관계
Ÿ 수교일자 : 1962.10.23
Ÿ 상주공관 개설
- 1967.4.1 주이란 한국대사관 개설
※ 2018.5월 유정현 대사 부임
- 1975.8.25 주한 이란 대사관 개설
※ 2018.10월 Shabestari 대사 부임
Ÿ 교역량 : 164억불(2018)
- 수 출 : 23억불(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등)
- 수 입 : 41억불(원유, 동제품, 질소비료, 금속광물 등)
※ 2019년 교역량: 24억불 (수출 2.8억불, 수입 21억불) q
※ 2020년 교역량: 1.95억불 (수출 1.86억불, 수입 8.6백만불) Ÿ
Ÿ 교민현황 : 146명(2021.2월 기준)
Ÿ
q 북한과의 관계
Ÿ 1973.4.19 외교관계 수립
Ÿ 1973.6.22 주이란 북한대사관 설치
※ 現 한성우 대사 2020.4.13. 신임장 사본 제출
Ÿ 1973.6.22 주북한 이란대사관 설치
q 주요 인사 교류Ÿ 방문 인사
15.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
15.06.
조태용 외교부 1차관
15.08.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15.11.
윤병세 외교부 장관
16.02..
주형환 산업부 장관(10차 경제공동위)
16.05.
박근혜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진엽 보건부
장관, 강호인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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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소기업청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정배 한-이란 의원친선협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송웅엽 외교장관 특사(KOICA 이사)
최종건 외교부 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Bandpei 건강보험청장
Chit Chian 에너지부 장관
Bazargani 석유부 차관
Fani 교육부장관
Nadimi 한-이란의원친선협회장
Ebtekar 부통령 겸 환경청장
Vaez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Khosro Taj 산업광물무역부 차관 겸
무역진흥청장
Farhadi 과학기술연구부 장관
Mansour Moazami 산업광물무역부
차관보 및 이란개발혁신기구 이사회 의장
Mohammad Khazaee 재정경제부
차관보 겸 투자청장
Ali Taiebnia 재정경제부 장관
Ali Larijani 국회의장
Azari Jahromi 정보통신부 장관
Ali Najafi 테헤란 시장
Hashemi 보건복지부 장관
Asadollah Abbasi 한-이란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Hammati 이란 중앙은행(CBI) 총재

최근정세
2013.8.4. 중도개혁파 연합의 로하니 대통령 취임
2015.7.14. 비엔나에서 이란 핵합의(JCPOA) 최종 타결
2016.1.16. 대이란 유엔 제재 해제
2017.5.19. 제12대 대선에서 로하니 대통령 재선
2018.5.8.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
2018.8.7. 미국의 대이란 제재 1단계 복원
2018.11.5. 미국의 대이란 제재 2단계 복원 및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예외국 지위 인정
2019.5.2.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
2019.8월초~9.20.간 원화자금을 활용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시행(의약품, 의료기기 위주, 약 130억원 상당)
2019.9.20. 美 재무부 이란 중앙은행(CBI) 제재 강화
2020.1.3.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미군 공습으로 이라크에서 사망
2020.11.27. 이란 핵과학자(파크리자데) 피살
2021.1.4.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한국
케미호)을 무단 억류
2021.4.9. 한국케미호에 대한 억류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