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9-03-31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사증면제협정

1969-08-17

문화협정

1970-05-14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70-05-19

투자증진협정

1975-11-28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1989-11-25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과학기술협정

1994-12-24

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항공협정

1996-02-06

양국 정부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
공업무에 관한 협정

차관공여협정

1997-10-25

대외협력기금 차관 공여
에 관한 협정

환경협력협정

2007-10-13

양국간의 환경 협력에 관
한 협정

비고

양국간 사증면제

<자료원 : 외교부>

한국교민 수
195 명 (자료원 :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969년 3월 31일 튀니지와 한국은 대사급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기 설치되어 있던 총영사관을 승격해 1969년 3월 상주 대사관을 개
설했으며, 2018년 5월 조구래 대사가 부임하여 활동 중이다. 튀니지의 경우 1990년 10월 서울에 상주 공관을 개설했으며, 현재는
Nabih El Abed 대사가 2017년 10월 부임해 활동 중이다.

경제
한국과 튀니지 간의 교역 규모는 2004년 이래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전년대비 對튀니지 교역이 40%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정치적 혼란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수출 감소로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는 수출금액이 4억 달러로 급증했
으며 수입금액도 소폭 늘었다. 총 교역량에서는 4억 8천 달러를 기록하며 양국 간 교역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에는 수출금액이
급감한 반면 수입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2018년 9월 기준, 튀니지는 한국의 101대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 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튀니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튀니지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중장비, 석유화학제품, LCD 등이 있고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동
스크랩, 의류 등이 있다.

문화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3개국 중 한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으로 2007년 말 튀니지 국영티비에서 한국 드라마 '슬픈연가'를 방
영한 후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져서 '대장금' '미안하다 사랑한다', '종합병원' 등 인기 드라마들이 연달아 상영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강남 스타일' 이후 튀니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다.

한류를 통해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이 생겨나면서 튀니지 젊은 한
류 팬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필수가 되었다. 2011년부터 주튀니지 대한민국대사관 후원으로 한국 주간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
최되기 시작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벌써 8회차를 맞이했고 올해부터는 현지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노력과 의
지를 격려하고자 '아랍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