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ASEAN / AEC

ASEAN-China(ACFTA)

ASEAN-Korea(AKFTA)

ASEAN-Japan(AJCEP)

Vietnam-Japan(VJEPA

ASEAN-India(AIFTA)

ASEAN-Australia-New
Zealand(AANZFTA)

Vietnam-Chile(VCFTA)

체결국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
가포르, 태국, 베트남 )

ASEAN, 중국

ASEAN, 한국

ASEAN, 일본

일본

ASEAN

ASEAN

칠레

체결일자

1995-12-15

2002-11-04

2005-12-13

2008-04-01

2008-12-25

2003-10-08

2009-02-27

2011-11-11

발효일자

비고

1996-01-01

ㅇ 2015년 1월: 품목의 93%
관세 철폐
ㅇ 2018년 1월: 관세 완전 철
폐

2006-01-01

ㅇ 2015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ㅇ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2007-07-29

ㅇ 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ㅇ 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ㅇ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미얀마, 라오스, 캄보
디아)

2008-12-01

ㅇ 2019년 3월: 품목의
62.2% 관세 철폐
ㅇ 2024년 3월: 품목의
87.9% 관세 철폐
ㅇ 2025년 3월: 품목의
88.6% 관세 철폐

2018-10-01

ㅇ 2020년 3월: 품목의
84.7% 관세 철폐
ㅇ 2025년 3월: 품목의
89.4% 관세 철폐
ㅇ 2026년 3월: 품목의 92%
관세 철폐

2010-01-01

ㅇ 2017년 12월: 품목의
71% 관세 철폐
ㅇ 2020년 12월: 품목의
78% 관세 철폐

2010-01-01

ㅇ 2018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ㅇ 2020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2014-01-01

ㅇ 발효 후 10년까지 품목의
83.89% 관세 철폐
ㅇ 발효 후 15년까지 품목의
88.55% 관세 철폐
ㅇ 384개 품목, 4.12%는 관
세 철폐 제외대상

Vietnam-Korea(VKFTA)

한국

2015-05-05

2015-12-20

ㅇ 2018년까지 일반 품목군
의 76.9% 관세 철폐
ㅇ 2021년까지 민감 품목군
의 23.1%(초민감품목수:
200개)를 0-5%로 인하

EAEU-Vietnam FTA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
아, 키르기스탄)

2015-05-29

2016-10-05

ㅇ
2016.10.5.~2017.12.31.
4959개 관세선의 관세를 철폐
(관세 인하 스케줄은 Decree
No. 137/2016/ND-CP참고)
ㅇ 2018년도, 155개 관세선
에 관세 철폐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2016-02-04

2018-12-30

ㅇ 베트남의 발효 일자는
2019.1.14.

EU-Vietnam(EVFTA)

ASEAN-Hong Kong FTA

EU

ASEAN

2015-12-01

ㅇ 2019년 6월 30일,
EVFTA에 속한 무역협정
(FTA)과 EU-베트남 투자보호협
정(IPA) 서명 완료(2018년,
EU와 베트남은 FTA와 IPA를
별도 분리함)
ㅇ 2019년 말까지 EVFTA 승
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

2017-11-12

ㅇ 베트남은 협정 발효 10년
내 품목의 75% 관세 철폐
ㅇ 발효 14년 내 또 다른
10% 거래 품목에 관세 인하 예
정

2019-06-11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Vietnam-EFTA

EFTA(아이슬란드, 리
히텐슈타인, 노르웨이
, 스위스)

2013.4. 협상 개시

RCEP(ASEAN+6)

ASEAN,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
랜드

2013.5.9. 협상 개시, 2019년 완
전 타결 목표

Vietnam-Israel FTA

이스라엘

2015.12. 협상 개시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비고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