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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이란 제재 복원 내용과 영향

  ㅇ (내용) ’18.5.8 美 트럼프대통령의이란핵합의(이하JCPOA) 파기선언과함께美 재무부는
그간유보되어온이란경제제재를단계적으로복원키로결정

  

1단계 제재 조치
2018.8.7. 재개(유예기간 90일)

2단계 제재 조치
2018.11.5. 재개(유예기간 180일)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이란 리알화 거래, 이란 외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행위 제재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제재
▪이란 금 및 기타 귀금속 교역 제재
▪흑연, 원금속, 반가공금속(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산업공정통합소프트웨어에대한직·간접판매, 공급, 이전제재
▪이란자동차(자동차부품) 부문제재
▪항공기및관련부품거래(수출입) 인가취소
▪이란산카펫, 및식료품수입면허및관련금융거래인가취소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 분야 제재(국영선사
(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및계열사와거래금지)

▪원유 관련 제재(국영석유회사(NIOC), 국영나프타교역회사
(NICO), 국영탱커선사(NITC) 등과의 거래 금지)
▪이란과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거래 제재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으로 전문 금융
메시징 서비스 제공 제재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ㅇ (영향) 이란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 및 이란진출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축소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 인플레이션 급등(IMF) 경제성장률 감소(IMF)

10.30 달러당 148,000 리알로
연초 대비 환율 244% 급등

2018년 29.6%,
2019년 34.1% 예상

2018년 △1.5%,
2019년 △3.6% 전망

   - ’18.9월말 기준, 이란 진출 외국기업 61개사가 사업 중단
 □ 현지 반응
  * 조사대상국 : 아랍에미리트, 터키,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이집트

 
시장

반응

유가에 대한 영향 중동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 특이사항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유가 상승세,
일부 원유수입 예외 인정
가능성으로 소폭 등락

(산유국) 원유 증산, 유가 상승에
따라 경기 활성화 전망
(비산유국) 유가 상승에 따라 기업
부담증가및대체수입선모색필요

(UAE) 재수출 감소, 환적 등
물류수요 감소
(이라크) 가스수입 중단으로
전력생산 차질 우려

 
정부

입장

이란 제재 지지 중립 또는 공식의견 없음 이란 제재 반대

아랍에미리트 (중립)카타르, 오만 / (의견 없음)쿠웨이트, 이라크, 이집트 터키

 

우리진출기업

주요애로사항

▪ (결제) 대금 결제 지연, 미수금이 제일 큰 문제, 중소기업들은 미수금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

▪ (교역)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 관련 對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희망, 이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교역 지속 및 원화 결제 시스템 유지 희망

▪ (시장 점유) 우리 기업의 거래 중단에 따른 중국 기업의 시장 잠식 우려
▪ (非사업 관계) 수출, 판매 외에 비사업적인 교류를 통해서라도 이란 측과의 신뢰

관계 유지 희망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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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바이어

반응

▪ (UAE, 이라크) 이란 상인들이 UAE에서 수입 및 중개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재로 인해 비즈니스 여건 악화

▪(터키) 이란과의 거래가 많은 편이며, 제재 비대상 품목 위주로 교역 지속 예정
▪(쿠웨이트) 이란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편으로, 일부 견과류, 과일류 부문 거래가

있어 해당 부문 바이어는 결제 지연 우려
▪(이집트) 걸프국 의존도가 높아 이란과의 교역이 많지 않으며, 비즈니스에 큰 영향 없음.

ㅇ 전문가 의견

 

’12년과 ‘18년
제재 환경차이

이란 시장의 중요성 및
전략적 가치

對이란 거래시 유의사항

▪’18년은미국단독제재임에도불구
제재강도가강력함.
▪통관검사및금융거래모니터링이
철저해짐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처로
에너지 협력국
▪한국 브랜드 선호도 및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시장
▪중국의 진출 확대 지속시 제재
이후 시장 회복 어려움.

▪美 對이란 제재 규정 및 변동
사항 숙지

▪이란 정부의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 법령 변경 모니터링
▪안정적인 대금 수수방식 확보
▪분쟁 대비 계약서 작성 유의

 □ 시사점 및 전망

  ㅇ ’18.11.5.이후제3국대상세컨더리제재본격화, 이란비즈니스환경지속악화전망
   - ’18.10.16 美 재무부, 이란 원화결제은행 중 하나인 멜랏(Mellat)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
- ’18.10.11 美 재무부금융범죄단속반(FinCEN), 주요우회거래 유형을 발표하며
제재 이후 對이란 우회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시사

  ㅇ 원유 수입국 예외 인정시 원화결제시스템 사용 가능성 열려

   - 이란은 ’17년 한국의 제3위 원유 수입처로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협력국
  - 또한 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가능해야 수입 대금으로 지불한 원화를

여타 제품의 수출대금으로 받는 원화결제시스템 운용이 가능
   - 미국이예외없는수입금지에서동맹국배려로입장을선회, 예외인정가능성높아짐.
   - 예외인정시우리기업의미수금회수가능성이높아짐.
   - 단, 예외인정받는다해도제재품목은거래불가
  ㅇ 사업여건 지속 모니터링 및 장기 대책 마련 필요

   - 대항입법발효중인 EU의기업조차사업중단추세로, 우리기업들은아직관망세
   - 중국기업의이란진출이지속적으로확대될경우, 향후제재가완화되어도우리기업의

이란비즈니스재개에애로예상
   - 이란 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정보 수집 등 비판매 분야 협력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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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對이란 제재 복원 개요

1. 제재 내용과 범위

□ 對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

 ㅇ ’18.5.8 美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이하 JCPOA*) 파기 선언과

함께 美 재무부(OFAC)는 對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키로 결정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 이란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조건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다자간국제협약(체결일 : ’15.7.14, 서명국 :
UN안보리상임이사 5개국, 독일, 이란, EU)

   - JCPOA 파기선언일을기점으로각각 90일과 180일유예기간(Wind-down)을
적용, 이미 1차제재는 ’18.8.7부터복원, 2차제재는 ’18.11.5부터복원예정

   - 동 제재에는 제3국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 포함
<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복원 내역 >

▶ (1차) 2018년 8월 7일* 부터 제재 복원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 이란 흑연,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 이란 리알화(Rial) 거래 및 이란 외 이란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 행위 제재
-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등과 관련 일체 행위 제재
- 이란 자동차 부분(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포함) 제재
- 이란산 카펫 및 식료품 수입 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 그 외 JCPOA에 따라 허가 받은 인가 취소

▶ (2차) 2018년 11월 5일* 부터 제재 복원

-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 분야 제재(국영선사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및 관련 계열사와의 거래 금지)

- 원유 관련 제재(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Naftiran Intertrade Company(NICO), and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NITC) 등과의 거래 금지)

- 이란과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으로 전문 금융 메시징 서비스(specialized financial messaging
service) 제공 제재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 美 동부시간 기준 0시 이후 적용

자료원 : 미국 재무부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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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이란 제재 관련 주요 진행 경과>

ㅇ (’15∼’16년) JCPOA 타결 및 이란 경제제재 유보 조치 결정

- ’15.7월 JCPOA가 체결되면서 美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경제제재 관련 법률의
일부를 유보하는 조치 결정(’16.1.16)

- 핵합의에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포함, 이란이 합의 사항 불이행시, 미국 등

당사국이 제재 해제를 가능케 한 UN안보리 결의안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단,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핵합의에 따라 유예되거나 해제된 제재

조치를 테러·인권 등을 이유로 다시 발효할 수 없도록 규정함.

- ’15.5월 美 의회는 이란 핵합의 재검법(INARA)를 통해 매 90일마다 대통령이
이란의 JCPOA 준수여부를 인증토록 하고, 미인증시 의회가 60일 이내에

제재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ㅇ (’17∼’18년) 美 트럼프 대통령, JCPOA 탈퇴 선언 및 제재 복원 결정
- 트럼프대통령, ’16년 대선후보당시부터 JCPOA에더이상참여하지않겠다고공약

- ’17.10.13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JCPOA 준수 미인증 선언

- 다만 60일 이내에 이란 제재 복원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18.1.12 이란
제재 유보 행정명령이 연장됨으로써 당장 제재가 재개되지는 않았음.

- 하지만동시에트럼프대통령, JCPOA가 재협상을통해수정되지않을시탈퇴할것이며

국제감시기구의제한없는이란내시설사찰, 핵개발관련일몰조항폐지등을주장
- ’18.5.8 트럼프대통령, 결국 JCPOA 탈퇴를선언함으로써이란경제제재복원수순진행

- ’18.8.6 트럼프대통령,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 ’18.8.6 EU 및 영·프·독 정부, 美 이란제재 복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동
성명서를발표, JCPOA 준수의지를표명하는한편 EU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추진

* 美 對이란 제재로 인한 손해로부터 EU 회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제3국의 법원 판결이 EU 내에서

적용되는것을무효화하며, 회원국국민들의미對이란제재준수를금지하는것을주내용으로함.

 ㅇ 이번 제재 복원은 중동 내 세력 갈등과 미국 동맹정책이 주요 배경

   - 언론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對이란 제재 복원에 ‘이란의 중동내 
세력 확대를 원치 않는 사우디 및 이스라엘과 양국을 역내 중요

동맹국으로 하는 美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
   - 한편, 상당수 중동전문가들은‘이슬람 시아파의 수장격인 이란이 

’15년 JCPOA 타결 및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정상국가로서 글로벌 
경제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특히 역내 수니-시아파 간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을 후원함에 따라 역내 군사적 긴장도도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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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에 따른 영향

□ 이란에서는 금융 및 실물 경제 리스크가 수면위로 부상

ㅇ 환율 및 물가 급등, 제조활동 위축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

- 이란 경제는 JCPOA 발효로 세컨더리 제재가 해제된 ’16년 원유

생산·수출 회복에 힘입어 12.5%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기록(IMF)
- (경제성장률) 하지만 美 이란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로 ’18년 및

’19년에는 각각 –1.5%, -3.6%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예상(IMF)
- (환율) 이란리알화(IRR) 환율은트럼프의 JCPOA 파기선언이후급등,
’18.10.30 현재환율은달러당 148,000 리알로, JCPOA 파기 이전 공식
환율인 달러당 43,000 리알 대비 244% 폭등

- ’18.11.5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면 리알화 환율이 더욱 치솟을 전망
< 이란 리알화 환율 추이(’18.1월～10월, 달러당 Offer Rate(단위 : Toman) >

자료원 : www.bonbast.com

- (인플레이션) 자국통화 가치 급락에 따라 물가 폭등, ’18년 및 ’19년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29.6%, 34.1%에 달할 전망
* 물가폭등 사례 < 자료원: KOTRA, 9월 실사 / 기준: 이란력 신년 3월 25일～9월말 >

- 현대 소나타(2017, Autopark) 86%↑ - 사과(yellow apple, per Kg) 130%↑
- LG 냉장고(side by side, LG SXB530) 150%↑ - 삼성 Galaxy Note 8 109%↑

- (산업생산) 특히이란은산업생산을위한원부자재해외의존도가높은
국가로 통화가치 급락에 따라 산업재 수입 감소 및 제조 활동 위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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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경제 정책기조 심화

 ㅇ 제재 복원에 따라 수입대체 및 식량, 의약품 등 필수품 자립 추구
  - 현지 생산 가능 품목 및 자동차 등 사치품도 수입 금지
- ’18.8.7일부로 필수품 수입시에만 정부 지원으로 차등적 고정환율제 적용

□ 주요 산업별 애로 가중,  외국 협력사 사업 중단 또는 철수

 ㅇ (자동차) 이란 주요산업으로 경제제재 복원으로 가장 큰 타격

  - 외국계 완성차 대부분 이란 비즈니스 중단 → 중국산 브랜드가 대체
* 독일 V社 트럭․트레일러 제조 철수 → 중국산 KX 트럭으로 대체(IRNA 통신)
** 상하이자동차(SAIC), 이란 Farda 합작으로 MG RX5(SUV모델) 현지생산 시작

 ㅇ (에너지) 이란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치명타

   - 英 신재생 에너지 기업 Q社, 이란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중단 발표
* 이란 태양광 발전 최초 유럽계 투자로 600MW 용량의 세계 6위 규모

< 주요국 이란 투자진출 중단 및 철수 사례 >

국가명 분야 기업명 중단·철수 여부

영국 에너지 Q社 중단

독일 에너지·전자 S社 철수

독일 자동차 V社 중단

독일 가전 B社 중단

프랑스 석유화학 T社 중단

프랑스 자동차 R社 철수

프랑스 자동차 P社 철수

이탈리아 석유화학 E社 철수

스위스 물류 M社 철수

덴마크 물류 M社 철수

스웨덴 자동차 V社 중단

일본 석유화학 I社 중단

일본 자동차 M社 중단

자료원 :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KOTRA 테헤란무역관 자체조사

 ㅇ 우리 지상사 28개사(건설사 8개사)도 주요 건설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건설사는 인력축소, 그 외 지상사는 11월까지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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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현지 반응

1. 현지 시장 반응

가) 유가 추이

 ㅇ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유가 상승

   - 이란은 OPEC 3대 원유생산국으로 ’17년 일일 387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제재로 인해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시 유가에 영향 예상

 * 예측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對이란 제재시(’18.11.5∼) 일일 20∼100만 배럴의

글로벌 공급차질 발생 전망

   - 미국이 JCPOA 파기를발표한 ’18.5월, 두바이유가는배럴당 74.41달러로
’14.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 하지만 EU와 중국의 JCPOA 유지 입장 발표와 OPEC 감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 말 ~ 6월 중순에는 유가 하락

   - ’18.6.23일 OPEC 총회에서 주요 감산 참여국이 감산이행률을 낮춰
공급을 늘리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우디 등의 실제 증산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반등하기도 함.

 ㅇ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 가능성으로 소폭 등락
   - ’18.6월 미국은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요청
   - 이란은이에반발하여중동산원유의주요수출경로인호르무즈(Hormuz) 

해협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등 원유 공급관련 지정학적 위험 증가
   - 한국, 일본, 인도 등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원유 수입

예외 인정을 요청하고 對미 협상 진행
   - 중국, 인도 등은 이란산 원유 수입 지속
   - ’18.10.22 스티브 므누신 美 재무장관, 11월 중 이란산 원유 수입이 0이

될것이라기대하진않지만종국적으로는 0이될것이라확신한다고발언
   - ’18.10.31 존 볼튼 美 국가안보보좌관, 석유에 의존하는 미 우방 및 동맹

국에해를끼치기를원하지않는다고하여예외인정가능성높아짐.
   - ’18.11.2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11.5일8개예외국명단을발표하겠다고밝히며, 

예외국도대단히감축된수준에서수입하게될것이라고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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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 시장 반응

□ 아랍에미리트
 ㅇ 원유 증산과 유가 상승으로 경제회복세 강화

  - IMF는 ’17년 하반기 이래 지속적인 유가 상승세에 따라 UAE의
’18~’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 3.7%로 예측, ’17.7월 예측치

보다 0.7%p 상향 조정
  - 對이란 제재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원유 추가 공급을 위해 증산을
지속할 시 원유 수출국인 UAE 정부의 석유 수입이 확대되는 한편 석유·
가스 및 공공 인프라 부문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ㅇ 對이란 (재)수출 및 물류허브 지위에는 부정적

  - 이란은 ’16년 기준 UAE의 제1위(83억 달러) 재수출 대상국이자 제3위
(88억 달러) 수출 대상국, ’17년 기준 제1위(153억 달러) 수출 대상국

  - 對이란 제재 대상 품목에 UAE의 對이란 주요 (재)수출 품목인 귀금속
및 금속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UAE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특히 2단계 제재 강화로 이란향발 항로가 봉쇄될 경우,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한 오만, 이라크 등 우회항로가 모색되면서 제벨알리 항
환적 수요가 감소하여 두바이 물류 허브 기능에 타격이 예상됨.

□ 카타르
 ㅇ 카타르는 ’17년 6월 對카타르 단교사태* 이후, 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이란 및 터키 등 인근국으로 식품 수입선을 전환
* 對카타르 단교 : 2017년 6월 5일, 카타르가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며,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인근국가에서

카타르와 국교단절 및 육상·해상·항공로 봉쇄 선언

 ㅇ 이란산 원유 수입 없어 對이란 제재에 따른 영향 미미
  - 카타르의 對이란 주요 수입 품목은 건설기자재, 야채, 낙농품 등이며,  

2차 제재의 주요 대상인 원유는 수입하지 않음. 
  -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발표한 5월부터 9월까지의 對이란 수입

규모는 큰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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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ㅇ 유가 상승에 따라 쿠웨이트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 對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며 유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란 원유생산 감축량 보충을 위해 OPEC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이 전망됨.

   - 쿠웨이트는 석유의존적 경제로 원유 가격과 생산량 변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고 유가 인상폭이
더 커질 경우, 쿠웨이트 경제 성장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월 IMF는 ’18년 쿠웨이트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하였

으나, 유가 인상폭이 커진 10월에는 경제 성장률을 2.3%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이라크
 ㅇ 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는 작을 것으로 전망

   - 이란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는 높으나 터키, 요르단 등 대체 수입선
발굴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  

- 또한 정부가 공공배급시스템(PDS)을 통해 설탕, 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있어 이란산 생필품 수입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
* PDS(Public Distribution system) :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생필품 정부 공급

 ㅇ 가스기반 전력생산에 차질 우려

  - 이란에서 가스수입이 중단될 경우 단기적으로 전력생산 차질이 우려됨.
  - 사우디, 쿠웨이트 등 전력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 전망

- 이란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전력이 5GW이며 이란에서
직접 수입하는 전력량 1GW로 이는 이라크 전체 전력의 1/3 차지
* 이란은 전력대금을 이라크 디나르화로 결제 받아 전력 수출 재개(’18.10)

 ㅇ 이라크산 원유 증산 여력은 제한적

   - 각국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고 이라크산 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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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늘고 있으나 원유 증산을 위한 설비 부족으로 단시간

내 수출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ㅇ 유가 상승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로 각종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은 예상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이집트  
 ㅇ 총 교역규모 중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큰 영향 없음.
   - ’17년 기준 이집트의 총 교역규모 중 對이란 수출비중은

0.05%, 수입비중은 0.03%임.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발표 이후에도 교역량에 큰 변동 없음.
   - 또한 이집트의 對이란 수입품 중 상위 품목들(유기화학물, 과일류, 

플라스틱, 대리석류, 자동차 등)은 대체 수입 가능한 국가들이
존재함. 

 ㅇ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중 석유제품 미포함  
   - 이집트의 주요 석유제품 수입대상국은 걸프 국가, 미국, 러시아로

이집트의 對이란 상위 10대 수입품목 중 석유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ㅇ 이집트, 유가 상승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 예상
   - 이집트 재무부는 브렌트유 1달러 상승에 40억 이집트파운드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힌바 있음.
    * 이집트 2018/2019예산안 배럴당 67달러 책정, 2017/2018 예산안 55달러 책정
  - 향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에 따른 여파로 유가 상승시 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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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 정부 공식 입장

가) 아랍에미리트
□ UAE, 테러지원 혐의 이란 기업 및 개인 계좌 동결
◦ UAE 유가증권및원자재거래당국(ESCA*)은 국내 증권, 원자래 거래
관련 모든 기업들에게 테러지원단체 목록에 포함된 9개 이란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금지 및 계좌 동결을 명하고 관련 절차를 회람(’18.7.3).

* Emirates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 당국의 조치는 UAE 내각 결의안 24호(5.10)에 따른 것으로, 해당 결의는

테러리즘 지원 및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자금 전달 혐의로 이란의 9개

단체 및 개인을 테러지원단체 목록에 포함시킴.

□ UAE, 미국의 對이란 정책 지지 
◦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무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이란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 밝힘(’18.5.21).
◦ 동시에 이란이 사우디, UAE, 바레인 등에 대적하기 위해 무장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

◦ 가르가쉬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팽창주의의 무용성을 깨닫고
정책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UAE, 미국-유럽 간 對이란 정책상 이견에 우려 표명
◦ 안와르 가르가시(Anwar Gargash) UAE 외무부 장관은 지난 9.26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JCPOA 유지를 원하는 유럽국(영·프·독)간 이견에
우려를 표명

- 미국-유럽 간 對이란 정책상의 이견은 이란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회피할 빌미를 제공한다고 덧붙임.
- 또한 11월 5일부터 시작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정책으로 이란이 1년 내

재협상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함.

◦ 단, 가르가시 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

그램 개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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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이란산 원유 수입 엄중 단속
◦ 아랍에미리트, 원유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요구 시행(’18.10.4)

- 두바이와 푸자이라는 이란산 석유제품 주 수입 토후국임.
* 두바이는 주로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 제트 연료 및 내수용 제품 제작을
위해 정제함.

* 푸자이라는 중동 최대 석유 거래 허브로, 인도양향 정기선에 실릴 이란산 원유

저장고 제공

- 11.5일 미국의 2차 제재가 발효되면 두바이, 푸자이라 모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두바이 국영 석유 기업 ENOC은 9월부터 이미 이란과의 거래 물량을

절반으로 줄임.
- 더불어 UAE 세관은 푸자이라 연료 터미널에 정박하는 유조선에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 시작함.

* 내부 기밀 사항으로 시행일자, 시행사유 등은 미공개

-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 시한을 앞두고 항구 출입 화물들을 엄중히

감시하는 것으로 분석됨.

◦ 아랍에미리트, 콘덴세이트 수입선 다변화 모색

- UAE 에너지 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Suhail Al Mazrouei)는

UAE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조치 준수를 위해 콘센데이트를 수입할
대체 수입처를 탐색중이라고 전함.

나) 터키
□ 이란과 천연가스 등 제재 대상 품목 포함 거래 지속 희망

 ㅇ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터키-이란 정상은 9월 7일
정상회담에서 석유 및 주요물품 교역, 은행간 협력 확대, 양국 화폐

활용 무역 등에 관해 논의
 ㅇ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이란 제재 시행에도 기체결 장기계약으로 인해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 지속이 불가피함을 발표(’18.9.25., Reuter 인터뷰)

 ㅇ 터키 외교부 장관은 이란 제재가 일방적임을 주장하며, 미국정부가
EU, 터키 등 관계국들과 제재 조치 관련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18.10.24, 관영 Anadolu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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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라크
□ 전임 Abadi 총리, 對이란 제재 관련 상충되는 발언으로 비판 직면
 ㅇ 전임 Abadi 총리는 지난 8월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고 테헤란 방문을 취소
- 총리는 이후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이란과 무역거래 시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한 것이라며 이전 발언 번복

 ㅇ 또한 Abadi 총리는 지난 9월 이란을 위해 이라크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함.
- 이라크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대해 이란을 동정하지도 않으며
이라크 이익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시아파를 자극

□ 신정부, 공식 입장 발표 없으나 미국의 예외 인정 기대

 ㅇ ’03년 이라크에 시아파 정권 수립 이래 이란은 경제, 에너지, 군사 등
전 분야에서 이라크와 협력하고 신정부 구성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 행사

- 신임 총리 역시 시아파에서 선출돼 이란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나

이라크 신정부는 경제 제재에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동조는 하되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 전망

 ㅇ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란산 천연가스나 전력
수입을 감축하는 노력 없이 예외 인정만 요구하는데 대해 난색 표명

- 미국은 150억 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 등 이라크 주요 프로

젝트에 GE 등 미국 기업 참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라) 카타르
□ 외교부 성명 통해 중립적 입장 발표

 ㅇ 카타르 정부, ’18년 5월 외교부를 통해 ‘JCPOA 관련 성명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Iranian Nuclear Deal)’발표
  - 해당 성명을 통해 카타르는 중동 지역은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란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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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쿠웨이트
□ 쿠웨이트 정부,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음

 ㅇ 쿠웨이트는 카타르와 더불어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GCC 국가 중 하나임.

 ㅇ 그러나 동시에 이란과 적대 관계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긴밀한 관계이므로, 이번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
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바) 오만
□ 외교부 성명 통해 중립적 입장 발표

 ㅇ 오만은 미국 및 이란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JCPOA 
관련 상황의 전개를 예의 주시할 예정으로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18.5.8)

 ㅇ 또한 미국, 이란 양국의 대결구도가 역내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으로 JCPOA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 외 5개 당사국의 입장도 존중한다고 덧붙임.

사) 이집트  
□ 이집트 정부,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음

 ㅇ 이집트 엘 시시 대통령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집트는 이란과 수년간 냉각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오로지 이란에 의해 위협받는 아랍 국가들의 안보에만 관심이 있다고
언급함. 

   - 현존하는 역내 긴장의 완화와 형제국가인 걸프국들의 안전 보장을
늘 추구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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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반응 

□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과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희망

  ㅇ 현실적으로 기업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없음.
  ㅇ 특히 중소기업은 이란을 주 시장으로 한 경우 단시일 내 대체 시장을

찾기 쉽지 않음.
  ㅇ 정부의 대미협상이 잘 풀려 한국이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을 받고

기업들의 원화 결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음.
□ 결제 및 미수금 회수 관련 우려

 ㅇ 이란 중앙은행의 외화 배정 지연에 따른 미수금 발생

   - (예외국 인정시) 이란 중앙은행이 외화 관리 등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겠지만 원화 배정을 해주어 대금 회수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음. 

   - 중소기업의 경우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전체의 자금 사정 악화

   - 수출 완료 건에 대한 미수금 뿐 아니라 아직 보내지 않은 물품도
문제이며 해당 물품가액이 미수금액 못지않음. 

 ㅇ 결제 관련 명확한 지침 필요

   - 제재 비대상 품목들에 대한 교역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음.
□ 이란 시장 점유율 감소 및 反韓 기류 형성 우려

 ㅇ 제재에 따른 거래 중단으로 거래선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이란

내 反韓 기류가 형성될 것 같아 우려됨.
 ㅇ 제재를 틈타 중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안타까움.
□ 비사업 관계 교류 지속 필요

 ㅇ 향후 對이란 제재 완화와 시장 재개방에 대비

   -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여 이란 기업과의 네트워킹 등 비판매 분야
협력 지속 중요

 ㅇ 현지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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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바이어 및 수출업체 반응

▶ (UAE, 이라크) 이란 상인들이 UAE에서 수입 및 중개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재로 인해 비즈

니스 여건 악화

▶ (터키) 이란과의 거래가 많은 편이며, 제재 비대상 품목 위주로 교역 지속 예정

▶ (쿠웨이트) 이란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편으로, 일부 견과류, 과일류 부문 거래가 있어 해당 부문

바이어는 결제 지연 우려

▶ (이집트) 걸프국 의존도가 높아 이란과의 교역이 많지 않으며, 비즈니스에 큰 영향 없음.

 ㅇ (A社- UAE)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이란에 팔고 있으며, 1단계
제재 대상 품목이지만, 이란 내에서 수요가 상당하여 소형 목선을
통해 공공연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2단계 제재가 시작되면 이란 선사들에 대한 제재로 교역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들은 ’17년 카타르 봉쇄로 교역이 줄어든 데 더해 이란

제재로 교역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력 감축 또는 폐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ㅇ (B社- 터키) 식료품,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해당 품목 수출에 주력할 예정

 ㅇ (C社- 쿠웨이트) 이란으로부터 견과류와 과일류를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대금결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ㅇ (D社- 이라크) 對미 협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EU처럼 대항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제재 국면에서 이란과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됨. 
 ㅇ (E社- 이라크) 변압기·케이블 전문 수입업체로 미국의 경제제재와
상관없이 이란에서 관련 제품을 수입하며 달러화 결제 지속 예정

   - 현재 이란 거래 회사가 설비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공급선을 교체할 의사가 없음. 
 ㅇ (F社- 이집트) 석유부문사업을하고있으며, 동사는이란과의교역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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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는 걸프 국가들에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적이므로 이란과의 관계도

걸프국가들과 노선을 같이 할 것이라 전망됨.   
 ㅇ (G社- 이집트) 식료품 수입·유통사이며, 이집트의 對이란 수입액

약 1,400만 달러 중 과일 등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극히
적은 양이여서 제재로 인한 여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역으로
이집트는 이란에 오렌지와 같은 과일류를 수출하고 있음.

 ㅇ (H社- 이집트) 석유제품 판매사이며, 이란 석유 금수 조치로 글로벌
유가가 상승할 경우 경제적인 영향은 비단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이 부담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ㅇ (I社- 오만) 방위산업체로, 오만 방위산업 프로젝트에 이란 기업이 참여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여타국의 입찰사들이 유리해질 전망

5. 현지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가) 이란
□ 진출 기업

 ㅇ 이란 정부 및 국민들의 입장

   - 미국이‘설마 다자간 조약을 탈퇴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에도, ’12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미국 단독 제재일 경우에는‘어렵지만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임.

   - 현 시점에서 상당수 이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정권의 정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굴욕적인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자의 중재로 현 정권의 체면을 살리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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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은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이므로, 기타 국가들
(중국, EU, 러시아, 터키 등)의 일정한 협조만 있다면, 미국의 단독
제재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ㅇ ’12년과 ’18년 對이란 제재시 비즈니스 환경의 차이점

  - 무역업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라 함은 물류와 대금결제라 할 수 있음.
  - ’12년도에는 범세계적인 對이란 제재 상황이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 이후에 어느 정도 우회 경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중소

기업의 경우 큰 어려움 없이 무역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현재는 미국의 단독 제재이기는 하지만,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의 강력한 적용으로 인하여 제재의 범위가 ’12년도의 범세계

적인 제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제재의 체감

강도는 더욱 강한 편

  - 두바이의 경우, 현재까지는 제재 품목이 아닌 경우 재수출을 위한
통관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11월 5일 이후에, 두바이를 경유한

‘공식적인 재수출’ 루트가 지속될 지는 의문임.
 ㅇ 對이란 제재 복원이 이란-한국 교역 및 투자에 미칠 영향

  -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란 지사 폐쇄 및 수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말에는 일부 상사들의 제한된 범위의 지사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철수할 것으로 예측됨.

  - 이로 인하여, 이란 수입상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중국회사와의 거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임.

  - 아직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을 대체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이 된다면 향후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이 이란 시장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對이란 비즈니스를 지속한다면 유의해야 할 점

  - 對이란 비즈니스에서 미국의 제재 못지않게 어려운 점이 ‘이란의
빈번한 제도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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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랫동안 거래해 온 신뢰할 만한 거래선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내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계약을 할 때는 대금결제가 선행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안심하고 거래가 가능함.

 ㅇ 한국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미국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움.
  -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이란과의 거래는 미국 단독

제재이므로 거래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음.

  -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란 거래 지속 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임.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비즈니스 행사 및 개별
출장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가능

  -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이 사라진 현 시점에 이란은 경쟁자가

적은 거대 유망 시장이라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됨.

□ 이란관계 전문 변호사

 ㅇ ’12년과 ’18년 對이란 제재시 비즈니스 환경의 차이점

  - ’12년에는 미국, UN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 방위로 對
이란 제재에 참여. ’18년의 경우 JCPOA 당사국 중 미국만 제재

복원을 희망하고, 유럽 당사국 등은 JCPOA 지지 및 제재 우회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이 ’12년 당시보다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예외국 인정 범위 축소 움직임, UAE 등 우회 경로가

되었던 국가에 대한 조사 강화 움직임 등이 포착됨.
   - 또한 제재가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불안정성이 높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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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의 경우 한국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예외국 인정을 받음. 
 ㅇ 對이란 제재 복원이 이란-한국 교역 및 투자에 미칠 영향

   - 이란은 중동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나라임.

   - 개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란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나, 
제재에 따른 이란 경제 전반의 약체화로 인해 전반적인 교역

규모의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임. 
   - 제재 기간 중 중국이 이전과 같이 공격적인 사업 활동을 벌여나갈

경우 대기업 제품 관련 이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에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됨.
 ㅇ 對이란 비즈니스를 지속한다면 유의해야 할 점

   - 미국의 對이란 제재 규정 및 변동 사항 숙지

   - 이란 정부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 법령 변경사항 모니터링

   - 안정적인 대금 수수 방식 확보

   -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기타 거래

관련 문서 작성에 주의

 ㅇ 한국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이란은 과거부터 정치, 외교적 변동성이 커서 컨트리리스크가

높은 나라였음.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이란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우리기업이 사업적으로 선전한 나라도 많지 않음.  

   - 이를 감안하여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이에 적절히 대응
하여 비용을 조절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미국 제재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란

정부나 시장의 반감을 사서 제재 해제 후의 사업기회까지 상실

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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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랍에미리트
□ 물류 전문가

 ㅇ 제재로 인해 물류비용 및 시간 증가

   - 현재까지는 물류가 막힌다거나 하는 특이사항은 없음. 
   - 세관의 측면에서 보자면 절차가 좀 복잡해졌다고 볼 수는 있음.
   - ’12년의 경우 세관에서 서류를 바로 승인해 주었으나 올해의

경우 이란향발 통관서류의 경우 세관에서 바로 승인해주지 않고, 
CID*로 넘김. CID에서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넘김. 이 과정에서 처리 시간과 비용 증가

   * CID :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 참고로 최근 푸자이라 항에서 세관이 푸자이라 연료 터미널에 정박

하는 유조선에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푸자이라 항의 저유시설 이용을 위해 여러

국가의 유조선이 드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UAE-이란 교역 지속 여부는 2단계 제재의 강도에 영향 받을 것
   - 물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란 제재가 Sanctions이 아니라

Embargo의 가능성이 있음. 이는 미국과 사우디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생각됨. Sanctions의 경우 한정된 품목과 인적 대상에 한
한 것이지만 Embargo는 이란향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임. 
이럴 경우 UAE-이란 교역이 불가능해짐. 

   - 일례로 ’17년 카타르 단교의 경우가 Embargo에 해당함. 카타르
단교 발표 당시에 UAE의 모든 항구에 카타르인 소유, 카타르 국적, 
카타르 향발 화물은 모두 제한된다는 공문이 배포되었음.

 ㅇ 소규모 거래 수요는 지속 전망

  - 다우(Dhow,소형 목선)를 통한 거래는 제재와는 무관하게 관세 회피를
위해 예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되었고 적발 사례도 많아 주의 요망

  - 다만, 현지 영세상인들이다우를통해소규모로이란산연료등을값싸게
구매하거나 공산품을 팔고자 하는 수요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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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란 시장의 중요성

  - 한-이란간 교역 규모 및 품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
  - 품목에 관해서 본다면 한국의 對이란 수출보다는, 對이란 수입

품목에 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볼 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혹여 대체 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다른 산유국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원유 수입을 중단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란과

한국 중에 어느 쪽이 더 손해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원유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barter system을 통해서라도 한-이란 교역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됨.
   - 정부는 민간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프레임워크와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 한-이란 관계를 고려할 때
민간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AE 및 중동관계 전문 변호사

 ㅇ 금융거래 단속 강화로 對이란 교역 애로

  - 두바이의 경우 ’12년과 비교하여 금융기관들의 對이란 거래 모니

터링 강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음.
  - 對이란 거래가 발견되는 즉시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음.

 ㅇ 對이란 교역의 지속 가능성

   - 대기업의 경우 미국 시장의 비중을 고려할 때 對이란 거래를 지속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

   - 미국과의 거래를 배제할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對이란
거래의 지속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비제재 대상 품목이 제한적
이고 거래 비용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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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對이란 간접수출 주의 요망 
   - 최근 美 금융단속반에서 제재 우회 사례까지 들며 경고를 하였는바

우회 경로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주의 요망

   - 다만 이란은 이라크, 터키, 코카서스 3국과 접경하고 있어 지형학적
으로 봉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제재 국면에도 이란과 인접한
국가에서 다양한 재수출 경로가 모색될 것이라 판단됨. 

 ㅇ 對이란 제재의 영향

   - 이번 미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은
이란산 원유를 지속 수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란이 저항 경제를

꾸려 가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제재 국면을 탈피하는데도 이러한 국가들의 veto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제재 완화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다) 터키
□ 교수
 ㅇ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 도입가격 상승은 터키 내 경상수지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유입 감소는 원유 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터키 전체 수입액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원유 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터키 업체는 제재 시행에 따라
이라크 등 대체 수입국을 적극적으로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카타르
□ 교수
 ㅇ 카타르가 이란 제재에 참여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생필품 등

일부품목은 예외적으로 교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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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쿠웨이트
□ 컨설팅사
 ㅇ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 이란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중단

   - 현지 회계법인 및 컨설팅사는 미국이 이란 제재를 발표한 8월부터
이란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함.

   - 이란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현지 업체가 있었으나, 
제재 이후 비즈니스 진행이 불가능해지므로 내린 조치임.

 ㅇ 이란과의 수출입은 지속 될 것이나, 투자는 감소 전망
   - 쿠웨이트는 ’12년 이후 이란과의 교역을 지속해왔으며, 해당

기조는 ’18년 제재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의 일부 기업은 이란에 투자를 진행해왔으나 미국 제재

등 리스크 때문에 그 투자규모를 작게 유지하여 對이란 제재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이란 제재, 쿠웨이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란 제재로 인해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0월 초 유가가 80달러 대로 최근 4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재정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음.
바) 이라크
□ 교수
 ㅇ 이란 경제 제재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신정부 정책 기대

   - 이라크 정부는 對이란 제재를 기회로 삼아 이라크의 이익을 증대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이란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부는 對이란
무역 거래시 달러화 거래를 중단하는 등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에
발빠르게 대응해 왔는데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과의 무역
축소를 대비해 자체 산업을 육성하고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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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라크 디나르 가치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대

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이란 제품의 대량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나르화의 평가절하가 필요함.  

□ 경제전문가
 ㅇ 이란의 대안 시장을 찾기 전까지는 이란과의 경제관계 단절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

 ㅇ 이란 리알화 환율 급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이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이라크 무역상들의 이란 제품 밀수 증가가 우려됨. 
□ 통관 전문 기업

 ㅇ 제재의 여파로 단기적으로 공급선을 대체하기 보다는 이란산 제품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됨.

사) 이집트  
□ 금융사
 ㅇ 미국의 對이란제재는 이집트-이란 은행 영업에 영향을 줄 전망

  - Misr Iran Development Bank(MIDB)는 카이로에서 59.86%,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IFIC)에서 41.14%의 지분을 소유한
은행으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해외 금융 서비스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며, 은행의 수익성과 해외 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변호사
 ㅇ 이집트는 걸프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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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시사점 및 전망

□ ’18.11.5 이란 제재 발효시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 본격화, 이란 비즈니스 환경 지속 악화 전망

 ㅇ ’18.10.16 미 재무부(OFAC)는 한-이란 원화결제 은행 중 하나인 멜랏
(Mellat)은행을 포함, 이란의 주요 금융기관 및 개인을 SDN*에 추가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 재무부가 지정, 국가별로 관리하는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으로 관련 재산은 동결 대상이며, 미국민은 이들

과의 거래가 금지됨.

  - 미 재무부 제재 대상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ㅇ  ’18.10.11 美 재무부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이란제재우회거래 사례 

발표하며 제재 복원이후 對이란 우회거래 관련 모니터링 강화 시사

    

▶ 이란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 이란 중앙은행은 이라크내 상업
은행을 이용, 이란의 주요 무력기반 중 하나인 혁명수비대(IRGC)를
위한 자금 조달에 개입하였으며 지난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OFAC)은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인사들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사설 환전소를 활용한 우회: 해외 소재 사설 환전소와 무역회사
등을 자금세탁과 달러운반의 매개체로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며,
이는 특히 적법한 무역거래 형태를 띠고 관련 서류에서 이란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유령회사(Front/Shell Company)를 활용한 우회: 유령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란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조달.
특히 위조지폐 제작을 위한 인쇄 장비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이중용도 품목의 조달에 이러한 방법이 활용됨.

▶ 선적서류 위조를 통한 우회: 선적서류 변경, 선적지 변경,
제3자(브로커, 무역업체 등) 개입을 통한 이란 관련 거래정보 은폐
등으로 제재를 우회하며, 이는 주로 이란계 운송업체(shipping
company)를 통해 모색됨.

▶ 가상화폐를 통한 우회: ’13년 이후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연간 최소 380만 달러에 달하는 등 가상화폐는 신규 이란 제재
우회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는 이란 내 거래와 역외 거래,
그리고 개인간 거래(P2P)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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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수입국 예외 인정과 원화결제시스템 사용 가능성

 ㅇ 이란산 원유 수입의 중요성

   - 이란은 ’16, ’17년 각각 한국의 제4위, 제3위 원유 수입대상국

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주요 협력국임. 
   - 저가 수급이 가능했던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 감소 및 대체 원료

수급을 위한 경쟁 확대시 국내 기업에 원가 부담 증가 예상

   - 또한 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가능해야 수입 대금으로
지불한 원화를 여타 제품의 수출대금으로 받는 원화결제시스템

운용이 가능함.
 ㅇ 對미 협상 진행 상황과 전망

   - ’18년 제재 복원 결정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원유 수출 제로화를
목표로 동맹국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표

   - 우리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요청

   -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사례별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동맹국에
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현재 예외국 인정을 희망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터키, 러시아, 중국 등으로 파악됨. 

   - ’18.11.2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전화브리핑을 통해 원유 수입 감축

노력을 한 8개국에 한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를 인정할 예정으로
11.5일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미 국무부).

   - 동시에 8개국중 2개국은합의사항에따라이란산원유수입을종국적으로
중단할것이며, 6개국도매우감축된수준에서수입하게될것이라덧붙임.

< 이란의 주요국별 일일 원유수출 내역 >
(단위 : 배럴/일)

국가 2011년 평균
JCPOA기간 평균
2015년∼2016년

미국의 JCPOA 탈퇴 전후
2018.5.8 전 2018.9월

전 체 2,500,000 1,057,000 2,470,000 1,600,000
E U 600,000 약간 축소 520,000 300,000 +
중 국 550,000 410,000 700,000 500,000
일 본 325,000 190,000 133,000 22,000
인 도 320,000 190,000 620,000 488,000
한 국 230.000 130,000 100,000 0

자료원 : 미의회 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ran Sanctions, ’18.10.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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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원화결제시스템 작동 프로세스 >

ㅇ 개 요 : 이란과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원화로 대체하여 결제하는 제도
- ’10.7월 美 통합 이란제재법(CISDA) 발효, 한국과 이란 직접 거래 불가
- 이란의 한국 원유수출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 한국 수출대금을 원화로 회수
- 원화 배정은 이란 중앙은행(CBI)에서 독점

ㅇ 의 의 : 정상적인 경상거래 대금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결제루트 확보

ㅇ 국내 원화결제 가능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 원화결제 프로세스 >

< 이란의 수입품목 분류 및 외화 배정 >

구분(품목) NIMA 시스템 변경전(6.23～8.7) 변경 후(8.7이후)

Group 1(필수품)*
이란중앙은행(CBI)이 직접
NIMA* 시스템에 외화 배정

$1=38,000리알 $1=42,000리알

Group 2(산업재) NIMA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화 거래 가능

$1=42,520리알
시중환율* 적용

Group 3(일반재) $1=42,000리알 + 협상액

Group 4(사치품) 수입불가(1,400개 품목) 수입불가 변동 없음

* 이란 정부가 투명한 환거래를 위해 4월 23일 개설한 온라인 환거래 제도로, 공급자(수출업체,
중앙은행), 수요자(수입업체), 감독기관(정부) 삼자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함.

주 : 필수품(생필품 및 의료관련 위주), 시중환율(156,000 리알, 18.10.1기준)

자료원 : 우리은행, 이란 중앙은행(CBI), KOTRA 테헤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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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거래품목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 필요

  - 한국이 예외국 지위 인정을 받는다 해도 인도주의적 품목* 등 비제재
품목 위주로 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식료품
  - 따라서 이란과의 거래시 거래 품목 및 거래 상대방(바이어)의 제재

대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

□ 제재 본격화 이후 사업여건 모니터링 및 장단기 대책 마련 시급

 ㅇ 이란 진출 외국기업, 이란 내 비즈니스 축소 추세

   - ’18.9월말 기준, 이란 진출 외국기업 61개사가 사업 중단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 49개사가 EU 및 영국기업으로 EU 
기업 8개사는 이미 철수한 것으로 파악됨(KOTRA 자체조사).

   - EU의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발효 (’18.8.7)
중임에도 실상 EU 기업들은 미국의 시장 영향력 때문에 이란
비즈니스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우리 진출 기업들은 11월 5일 복원되는 2단계 제재의 여파를
관망 중으로 이후 사업 축소 혹은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ㅇ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장기 전략 필요

   -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 및 유럽계 기업의 공백을 중국 기업이
대체하게 되면 추후 제재 완화시 이란 비즈니스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중국기업의 주요 이란사업 인수 현황 (’18년 9월 기준) >

이란사업 중단 기업명 이란사업 인수 기업명 사업 내역

스웨덴 V社 중국 KX Trucks 이란 Saipa Diesel 트럭 조립

한국 H社 중국 Lifan & Jack 이란 Kerman Motors 승용차 조립

프랑스 T社
중국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이란South Pars가스유전phase 11 사업

자료원 : 이란 Financial Times, KOTRA 테헤란무역관 자료 종합

   - 향후 제재 완화에 따른 이란 시장 재진출에 대비, 이란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정보 수집 등 비판매 분야 협력을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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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이란 수출입 현황

□ 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709 원유 35,074 42.2 △9.9 48,311 45.6 37.7
2 2710 석유(원유제외) 14,696 17.7 △7.8 20,012 18.9 36.2
3 2711 천연가스 5,296 6.4 19.2 5,594 5.3 5.6
4 3901 에틸렌중합체 3,123 3.8 △7.4 3,693 3.5 18.3
5 2905 비환식알콜류 1,417 1.7 △18.5 1,932 1.8 36.4
6 7207 철,비합금강반제품 738 0.9 396.2 1,301 1.2 76.3
7 0802 견과류 1,318 1.6 △22.1 1,240 1.2 △5.9
8 2902 환식탄화수소 1,331 1.6 △20.6 1,135 1.1 △14.8
9 7206 철과 비합금강 570 0.7 123.8 1,131 1.1 98.5
10 2601 철광석 817 1.0 △27.0 1,106 1.0 35.4

10대 품목 합계 64,380 77.4 △7.1 85,454 80.7 32.7
총 계 83,148 100.0　 △7.9 105,844 100.0 27.3

□ 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8703 자동차 2,008 4.7 △6.6 1,839 3.6 △8.4
2 1005 옥수수 1,448 3.4 △20.4 1,643 3.2 13.4
3 8517 무선통신기기 1,024 2.4 △24.8 1,363 2.6 33.1
4 1006 쌀 691 1.6 △51.7 1,214 2.4 75.8
5 3004 의약품 1,031 2.4 6.9 1,134 2.2 10.0
6 1201 콩 909 2.1 309.5 943 1.8 3.8
7 8708 자동차부품 612 1.4 △7.8 906 1.8 48.0
8 9018 의료기기 498 1.2 16.9 675 1.3 35.6
9 8419 기계류 219 0.5 △9.4 648 1.3 195.4
10 8529 TV라디오부분품 557 1.3 △36.9 586 1.1 5.2

10대 품목 합계 8,998 21.1 △11.5 10,950 21.2 21.7
총 계 42,702 100.0　 △18.3 51,612 100.0 20.9

자료원 :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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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주요 수출대상국
< 2014-2017 이란의 주요 수출대상국 >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7/’162014 2016 2017 2014 2016 2017
총계 90,328 83,148 105,844 100 100 100 27.3

1 중국 9,389 8,370 9,065 10.4 10.4 8.6 8.3
2 아랍에미리트 4,064 7,417 6,697 4.5 4.5 6.3 △9.7
3 이라크 6,485 6,131 6,425 7.2 7.2 6.1 4.8
4 한국 426 2,877 4,380 0.5 0.5 4.1 52.2
5 터키 1,976 3,247 3,990 2.2 2.2 3.8 22.9
6 아프가니스탄 2,490 2,458 2,791 2.8 2.8 2.6 13.5
7 인도 2,533 2,791 2,735 2.8 2.8 2.6 △2.0
8 파키스탄 971 796 930 1.1 1.1 0.9 16.9
9 태국 163 385 731 0.2 0.2 0.7 89.8
10 인도네시아 70 173 645 0.1 0.1 0.6 272.7
12 오만 303 544 521 0.3 0.3 0.5 △4.3
22 이집트 532 207 257 0.6 0.6 0.2 24.3
23 카타르 90 103 249 0.1 0.1 0.2 141.2
24 쿠웨이트 197 189 248 0.2 0.2 0.2 31.5
106 사우디 159 0 1 0.2 0.2 0.0 244.7

주 : 2015년 통계 입수 불가, 관세청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수가능 최신통계

□ 이란의 주요 수입대상국
< 2015-2017 이란의 주요 수입대상국 >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7/’162014 2016 2017 2014 2016 2017
총계 52,250 42,702 51,612 100 100 100 20.9

1 중국 12,719 10,696 13,115 24.3 25.0 25.4 22.6
2 아랍에미리트 11,208 5,689 8,180 21.5 13.3 15.8 43.8
3 한국 4,417 3,460 3,682 8.5 8.1 7.1 6.4
4 터키 3,873 2,725 3,183 7.4 6.4 6.2 16.8
5 독일 2,454 2,534 3,072 4.7 5.9 6.0 21.3
6 인도 3,783 1,955 2,255 7.2 4.6 4.4 15.3
7 스위스 2,475 1,151 2,182 4.7 2.7 4.2 89.6
8 프랑스 572 956 1,764 1.1 2.2 3.4 84.5
9 이탈리아 1,094 1,227 1,426 2.1 2.9 2.8 16.2
10 네덜란드 1,051 789 1,172 2.0 1.8 2.3 48.5
39 오만 72 68 78 0.1 0.2 0.2 14.0
40 이라크 61 64 77 0.1 0.1 0.2 21.5
60 쿠웨이트 62 54 27 0.1 0.1 0.1 △49.1
64 카타르 19 11 24 0.0 0.0 0.0 111.3
82 이집트 14 19 6 0.0 0.0 0.0 △66.0
97 사우디 46 4 1 0.1 0.0 0.0 △67.1

주 : 2015년 통계 입수 불가, 관세청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수가능 최신통계

자료원 :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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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중동 주요국 對이란 수출입현황

1. 아랍에미리트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2 16,209 n/a 4.6 4,134 n/a 1.6 12,075
2013 17,866 10.2 4.7 2,788 △32.6 0.9 15,079
2014 17,035 △4.7 4.5 1,546 △44.5 0.5 15,489
2015 10,814 △36.5 3.2 765 △50.5 0.3 10,049
2016 8,810 △18.5 3.0 969 26.6 0.4 7,842
2017 15,270 73.3 4.9 1,855 91.5 0.7 13,415

주 : 2011년 통계 입수불가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8703 자동차 1,131 12.8 △6.2 2,601 17.0 129.9
2 7113 보석류 598 6.8 △58.2 1,515 9.9 153.4
3 5407 합성섬유 741 8.4 37.6 731 4.8 △1.3
4 8471 컴퓨터 276 3.1 △28.5 652 4.3 136.1
5 8517 무선통신기기 145 1.6 △56.8 629 4.1 333.2
6 2402 담배류 62 0.7 △45.4 577 3.8 838.2
7 2710 석유제품(원유제외) 31 0.4 3.9 540 3.5 1,624.0
8 8415 공조기 190 2.2 △8.4 484 3.2 154.1
9 8708 자동차부품 295 3.4 △40.2 361 2.4 22.2
10 4011 타이어 252 2.9 △24.3 357 2.3 42.1

10대 품목 합계 3,722 42.2 △26.6 8,447 55.3 127.0
총 계 8,810 100.0 △18.5 15,270 100.0 73.3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710 석유제품(원유제외) 34 3.5 △33.4 556 30.0 1,540.9
2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110 11.4 29.5 436 23.5 295.4
3 2713 석유코크스 67 6.9 12.9 140 7.5 110.5
4 7208 압연강판 65 6.7 114.2 107 5.8 63.4
5 7901 아연 16 1.7 40.6 68 3.7 320.2
6 7801 납 39 4.0 266.0 44 2.4 12.4
7 0709 채소 37 3.9 15.6 42 2.2 11.2
8 7108 금 123 12.7 106.5 41 2.2 △66.9
9 0802 견과류 49 5.1 △26.3 38 2.1 △22.3
10 1302 채소수액 13 1.3 1,267,300.0 30 1.6 134.5

10대 품목 합계 554 57.2 36.3 1,501 80.9 171.1
총 계 969 100.0 26.6 1,855 100.0　 91.5

자료원 :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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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4411 목재섬유판 113 3.48 0.30 144 4.42 27.26
2 8708 자동차부품 140 2.82 67.08 124 3.81 △11.03
3 7108 금(백금 포함) 1,305 26.30 3,945.81 112 3.43 △91.41
4 8407 피스톤 내연기관 86 1.73 116.13 103 3.14 19.71
5 5500 스테이플섬유사 46 0.92 19.92 95 2.90 107.41
6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 72 1.45 91.44 89 2.71 23.40
7 2608 아연광 26 0.52 56.64 72 2.19 177.75
8 8703 승용차 21 0.42 8,902.54 67 2.06 222.96
9 2403 제조 담배 108 2.17 96.92 64 1.97 △40.26
10 8409 내연기관 부품 28 0.57 14.70 62 1.89 117.71

10대 품목 합계 1,945 40.38 342.05 932 28.52 △52.08
총 계 4,963 100.00 35.66 3,263 100.00 △34.25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799 CH27 Supression 3,531 75.27 △25.32 6,042 80.60 71.11
2 3901 에틸렌중합체 218 4.65 △18.96 271 3.61 24.15
3 7901 아연 괴 94 2.00 6.81 207 2.76 120.33
4 3102 질소비료 42 0.89 △58.46 137 1.83 230.32
5 7601 알루미늄 괴 71 1.52 59.69 136 1.81 91.00
6 3902 프로필렌중합체 144 3.07 △20.00 136 1.81 △5.85
7 3903 스티렌중합체 28 0.61 55.55 68 0.91 141.2
8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60 1.28 1,571.31 48 0.63 △20.78
9 0802 견과류 15 0.32 161.78 33 0.44 118.05
10 2905 비환식알콜류 51 1.09 △37.67 33 0.44 △35.51

10대 품목 합계 4,254 90.70 △22.72 7,111 94.84 67.16
총 계 4,692 100.00 △22.77 7,500 100.00 59.8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1 3,591 19.03 2.66 12,513 65.34 5.19 -8,922
2012 9,919 176.22 6.51 11,971 △4.33 5.06 -2,052
2013 4,206 △57.59 2.77 10,382 △13.28 4.12 -6,176
2014 3,882 △7.71 2.47 9,811 △5.50 4.06 -5,929
2015 3,658 △5.75 2.55 6,075 △38.08 2.94 -2,417
2016 4,963 35.66 3.48 4,692 △22.77 2.36 271
2017 3,263 △34.25 2.08 7,500 59.87 3.20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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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타르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1 20 △50 0 (0.02) 64 △3 0 (0.23) -44
2012 13 △31 0 (0.01) 38 0 (0.41) 0 (0.12) -24
2013 15 13 0 (0.01) 52 0 (0.38) 0 (0.17) -37
2014 8 △50 0 (0.01) 51 0(-0.02) 0 (0.16) -43
2015 4 △45 0 (0.01) 105 1 0 (0.37) -101
2016 14 225 0 (0.02) 84 △20 0 (0.26) -70
2017 16 17 0 (0.02) 82 △2 0 (0.27) -66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2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 - - 11 70 -
2 87 철도용 부품 3.56 26 123 3 20 △10

3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의 부품 1.10 8 156 0 (0.58) 4 △47

4 07 채소의 뿌리 0.01 0 400 0 (0.31) 2 3000
5 38 화학공업 생산품 - - - 0 (0.13) 1 -
6 04 낙농품 - - △100 0 (0.10) 1 -
7 28 무기화학품 8.36 61 5473 0 (0.10) 1 △99
8 85 전기기기 0.03 0 29900 0 (0.09) 1 200
9 90 광학기기 - - - 0 (0.08) 0 -
10 98 개인소지품 0.02 0 △60 0 (0.08) 0 300

10대 품목 합계 13.08 96 668 16 99 21
총 계 13.64 0 (0.02) 225 16 0 (0.02) 17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2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5 소금, 황, 시멘트 47.63 6 △23 19.18 23 △69
2 72 철강 12.74 2 △33 17.13 21 34
3 27 광물성 연료 0.06 0 50 13.11 16 21,750
4 07 채소 및 뿌리 1.00 0 △10 6.74 8 574
5 79 납과 그 제품 2.50 0 △17 3.66 4 46
6 20 채소, 과일의 조제품 2.97 0 △16 2.76 3 7
7 08 과일 2.45 0 △25 2.75 3 12
8 04 낙농품 0.12 0 20 2.29 3 1,808
9 57 양탄자 1.62 0 △24 2.03 2 5
10 39 플라스틱 제품 0.27 0 59 1.97 2 630

10대 품목 합계 71.36 8 △24 71.62 87 0
총 계 844.77 2.64 △830 81.99 0.27 △90.29

자료원 :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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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쿠웨이트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523 시멘트 72.7 36.2 2.1 49,9 27.6 △31.4
2 7203 철제품 6.2 3.2 N/A 26.9 14.9 315.9
3 1213 곡물 짚, 껍질 11.7 5.8 4.6 14.6 8.1 24.9
4 0302 어류 8.2 4.1 △33.6 11.0 6.1 33.4
5 2520 석고 11.5 5.7 △2.1 9.4 5.2 △18.5
6 0807 과일류(멜론, 포포) 7.5 3.7 24.9 7.0 3.9 △7.2
7 0104 살아있는면양, 산양 24.4 12.1 △55.7 6.4 3.5 △73.8
8 1901 맥아 추출물 5.4 2.7 △8.9 5.0 2.7 △8.3
9 0802 견과류 6.0 3.0 15.6 4.0 2.2 △32.2
10 0703 양파, 쪽파, 마늘, 리크 2.5 1.3 △66.8 3.3 1.8 30.4

10대 품목 합계 156.313 77.8 △16.1 137.3 76.2 △12.1
총 계 200.9 100.0 △17.0 180.3 100.0 △10.3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8703 자동차 52.9 51.6 101.7 43.9 51.4 △17.0
2 2009 과실 주스 4.2 4.1 △18.9 5.6 6.6 35.3
3 8704 상용차(화물자동차) 17.6 17.2 369.8 4 4.7 △77.0
4 8415 공조기 3.6 3.5 13.6 3.2 3.7 △10.2
5 1515 식물성 기름 2.2 2.1 25.3 2.4 2.8 10.0
6 9999 미분류 상품 0.3 0.3 △86.8 1.8 2.1 419.8
7 2202 물 1.6 1.6 0.7 1.7 2.0 4.4
8 8426 선박의 데릭 0.1 0.1 890.0 1.6 1.9 1515.2
9 8418 냉장고 1.1 1.1 13.6 1.2 1.4 11.1
10 8708 자동차부품 0.7 0.6 36.3 1.2 1.4 77.2

10대 품목 합계 84.1 82.2 84.6 66.6 78 △20.9
총 계 102.4 100.0 74.4 85.3 100.0 △16.7

자료원 : Trade Map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1 82.4 △26.7 0.08 104.9 △3.6 0.42 -22.5
2012 29.1 △64.6 0.03 166.3 58.4 0.61 -137.2
2013 73.2 151.3 0.07 189.4 13.9 0.64 -116.2
2014 88.1 20.3 0.09 238.4 25.9 0.75 -150.3
2015 58.7 △33.4 0.06 242.1 1.6 0.75 -183.4
2016 102.4 74.4 0.1 200.9 △17.0 0.65 -98.5
2017 85.3 △16.7 0.08 180.3 △10.3 0.53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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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라크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1 81.2 148.10 - 4,273 5.64 - -4,192
2012 79.0 △2.74 - 6,068 41.99 - -5,989
2013 64.3 △18.57 - 6,146 1.30 - -6,082
2014 64.0 △0.45 0.08 5,751 △6.43 15.52 -5,687
2015 35.9 △43.93 0.07 5,632 △2.07 14.13 -5,596
2016 49.9 39.01 0.10 6,501 15.43 15.97 -6,451
2017 82.5 65.24 0.12 6,145 △5.48 12.29 -6,063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2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39 플라스틱과그제품 838 12.9 26.8 1,146 18.7 36.7
2 04 낙농품 522 8.0 7.9 535 8.77 2.5
3 84 보일러 기계류 424 6.5 18.7 446 7.3 38.2
4 07 채소 393 6.1 163.8 337 5.5 △20.5
5 08 과실·견과류 379 5.8 48.0 318 5.2 △16.0
6 69 도자기·직물 329 5.1 7.9 292 4.8 1.9
7 20 채소·과실 조제품 323 4.9 28.8 270 4.4 △0.6
8 73 철강제품 287 4.4 △35.1 196 3.2 △2.1
9 19 곡물제품 272 4.2 31.3 188 3.1 △4.6
10 68 조제우모 인조제품 200 3.1 13.2 170 2.8 7.8

10대 품목 합계 3,967 60.9 3,898 63.8
총 계 6,501 100.0 15.4 6,145 100.0 △5.5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2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76 알루미늄과 그제품 30.89 61.9 65.5 55.44 67.2 79.5
2 85 전기기기· TV 9.05 18.1 80.9 20.24 24.5 381.8
3 84 보일러 기계류 4.20 8.4 △27.8 3.45 4.2 △61.8
4 39 플라스틱과 그제품 1.15 2.3 312.1 0.77 0.9 △2.4
5 26 광·슬랙 0.84 1.7 102.6 0.51 0.6 2340.4
6 38 각종 화학제품 0.78 1.6 396.1 0.44 0.5 267.8
7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0.74 1.5 △77.4 0.24 0.3 △66.8
8 52 면·면사 직물 0.72 1.4 49.7 0.18 0.2 682.7
9 90 광학정밀기기 0.43 0.9 305.8 0.17 0.2 △32.2
10 10 곡물 0.25 0.5 △64.3 0.14 0.2 △44.0

10대 품목 합계 49.05 98.3 81.58 98.8
총 계 49.94 100.0 39.0 82.52 100.0 65.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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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만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1 400 △16.8 0.9 174 37.0 0.7 226
2012 178 △55.6 0.3 206 18.3 0.7 -28
2013 323 81.6 0.6 561 172.2 1.6 -238
2014 3 △99.1 0.01 346 △38.3 1.2 -343
2015 228 7,698.3 0.7 298 △14.0 1.0 -69
2016 224 △1.8 0.1 642 115.7 2.8 -418
2017 414 84.7 1.4 362 △43.6 1.8 52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402 담배류 112.0 49.8 △30.8 222.0 53.6 99.2
2 2710 석유제품(원유제외) 49.0 21.7 49,065.7 138.0 33.4 184.1
3 8528 모니터 24.0 11.2 29.6 20.0 4.9 △20.0
4 2006 농산물(과일류) 0.3 0.1 N/A 5.0 1.3 1,899.3
5 8415 공조기 2.0 0.1 44.2 3.0 0.8 48.0
6 7502 광물(니켈 괴) 0.0 0.0 0.0 3.0 0.7 N/A
7 8471 컴퓨터 0.0 0.0 △67.7 2.0 0.5 21,250.0
8 2103 소스 0.2 0.1 1,247.1 2.0 0.5 801.7
9 1515 식물성 기름 2.0 0.8 1,921.5 2.0 0.5 3.0
10 7010 유리병 0.0 0.0 0.0 1.0 0.3 N/A

10대 품목 합계 189.51 83.8 △1.8 398 96.5 110.3
총 계 224 100.0 4.2 414 100.0 84.7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7207 철, 비합금강반제품 75.0 11.6 897.5 180.0 49.8 141.8
2 2714 아스팔트질의암석 73.0 11.3 △29.5 50.0 13.8 △31.3
3 7203 철제품 11.0 1.7 N/A 45.0 12.3 319.8
4 2710 석유제품(원유제외) 350.0 54.5 479.1 36.0 10.0 △89.7
5 7208 압연강판 35.0 5.5 92.8 18.0 4.9 △49.6
6 0104 살아있는면양, 산양 41.0 6.4 143.7 6.0 1.7 △85.0
7 1001 밀, 호밀 0.0 0.0 △100.0 6.0 1.7 N/A
8 2601 철광, 정광 6.0 1.0 N/A 5.0 1.4 △24.3
9 7213 철, 비합금강 봉 0.4 0.1 N/A 2.0 0.6 384.4
10 0807 과일류(멜론, 포포) 3.0 0.5 37.4 2.0 0.6 △33.4

10대 품목 합계 594.4 92.6 179.1 350 96.8 △41.1
총 계 642 100.0 115.7 362 100.0 △43.6

자료원 :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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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집트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 對이란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0805 시트러스 과일류 20 0.2 N/A 4,346 31.9 21,630.0
2 8212 면도칼 4,758 47.2 40.1 3,497 25.7 △26.5
3 3004 의약품 472 4.7 N/A 1,140 8.4 141.5
4 9403 가구 및 부품 1,389 13.8 159.1 957 7.0 △31.1
5 7013 유리 식기류 408 4.0 △11.1 624 4.6 52.9
6 2701 석탄 0 0.0 N/A 551 4.0 N/A
7 3808 살충제 379 3.8 115.3 480 3.5 26.6
8 9405 조명기기 1,156 11.5 631.6 336 2.5 △70.9
9 2005 채소류 0 0.0 N/A 279 2.0 N/A
10 3005 의료소모품 302 3.0 114.2 273 2.0 △9.6

10대 품목 합계 8,884 　88.1 82.6 12,483 91.7 40.5
총 계 10,082 　100.0 59.3 13,612 100.0 35.0

□ 對이란 10대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16년 2017년
HS4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905 비환식알콜류 4,968 31.6 18.8 11,862 60.3 138.8
2 0806 포도류 3,643 23.2 △37.7 2,438 12.4 △33.1
3 0802 견과류 40 0.3 △97.6 1,843 9.4 4,507.5
4 3901 폴리에틸렌 772 4.9 △89.1 1,280 6.5 65.8
5 3907 폴리아세탈 0 0.0 N/A 873 4.4 N/A
6 2515 대리석 167 1.1 363.9 618 3.1 270.1
7 8708 자동차부품 203 1.3 △52.1 224 1.1 10.3
8 5703 카펫 0 0.0 △100.0 105 0.5 N/A
9 0504 동물내장류 322 2.1 △15.9 78 0.4 △75.8
10 4907 우표, 수입인지 0 0.0 N/A 76 0.4 N/A

10대 품목 합계 10,115 64.4 △48.6 19,397 98.7 91.8
총 계 15,703 　100.0 △58.4 19,660 100.0　 25.2

자료원 : Trade Map

연도 對이란 수출 對이란 수입 對이란
무역수지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1 92 △26.6 0.3 35 △20.1% 0.1 58
2012 63 △31.6 0.2 45 29.7% 0.1 18
2013 31 △51.6 0.1 36 △19.5% 0.1 -6
2014 22 △28.7 0.1 64 76.9% 0.1 -42
2015 6 △71.0 0.0 38 △41.3% 0.1 -31
2016 10 59.3 0.0 16 △58.4% 0.0 -6
2017 14 35.0 0.1 20 25.2% 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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