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2-11-18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무역협정

1995-11-15

최혜국 대우를 통한 무역
증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

2001-01-1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1-06-16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
한 사증면제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2006-09-15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조
세협약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분야 협력협정

2013-01-08

양국간 동 분야 상호관계
발전 및 협력 이행을 위
한 계획 수립

무역협정 종료

2013-09-12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2013-07-01)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 종료

한-EU FTA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

2016-01-01

한국-EU FTA를 크로아
티아에게도 적용

항공협정

2016-09-15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
항 및 항공사간 편명공유
허용

2018-08-0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을 크로아티아에게도 적
용

한-EU 기본협정 크로아티아 추가의정서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200 명 (자료원 :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비고

정치
ㅇ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8. 12. 18.(화) 서울에서 양국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
정'에 서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골자로 한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시,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로
크로아티아 진출 한국기업 및 노동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 계산에 따라 크로아티아 거주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개선될
전망이다.

ㅇ 주한 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 개설 : 주한 크로아티아 상주대사관이 2018. 10. 24.(수)서울에 개설되었다. 2005년 한국 대사관이 자
그레브에 개설된 이후 13년만에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이 개설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다.

ㅇ 한국-크로아티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와 크로아티아 해양교통인프라부가 2018. 9. 10.(월) 해기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 선박에 상대 국가의 해기사를 승선시킬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청년 해기사들이 크로아티
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경제
ㅇ 2019 한국-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협력 포럼 개최 : 환경부, 환경산업협회,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부,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공단,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공동으로 2019. 6.13.(목)에 환경협력 포럼을 자그레브에서 개최했다.

ㅇ 한국-크로아티아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는 2019. 2. 13. 과학기술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공통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생명과학, 환경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에서 양국간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2018 한국-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과 크로아티아 경제부, 보건부, 크-한 비즈니스 클럽, KOTRA 자그
레브 무역관은 공동으로 9.19.(수)에 한국-크로아티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간 화장품 산업 분야 협력을 주제로 열린 동포럼은
올해로 개최 6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ㅇ 한국-크로아티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 양국 보건부는 2017. 11. 21.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젤코 플라조니치
(eljko Plazoni) 크로아티아 보건부 차관의 'Medical Korea 2017' 참석 계기에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보건의료 및 관련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문화
ㅇ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연례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을 겸한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를 연례 개최한다. 2019. 6. 15.(토
)에 제6회 대회가 150여명의 K-Pop 애호가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ㅇ 한국 영화주간 연례 개최
-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은 매년 한국 영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상업/예술
영화를 크로아티아에 선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에 자그레브와 리예카에서 제8회 영화주간이 개최되었으며 약 1,000명의 관객이 영
화를 관람했다.

ㅇ 한국-크로아티아 경찰 합동순찰
- 2019. 4. 11.(목) 한국-크로아티아 관광시즌 치안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개월간 한국 경찰관 6명이 자그
레브,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에서 한국 관광객 보호를 위한 합동순찰 활동을 했다. 크로아티아는 2006년부터 외국 경찰을 관광 성수기
시즌(7, 8월)에 초청하고 있으며 현재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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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