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뉴질랜드-한국 FTA

한국

2015-03-23

2015-12-20

뉴질랜드-호주 Closer
Economic Relations(CER)

호주

1982-12-01

1983-01-01

뉴질랜드, 싱가폴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싱가폴

2000-11-14

2001-01-01

뉴질랜드, 태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태국

2005-04-20

2005-07-0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P4)

브루나이, 칠레, 싱가폴, 뉴질랜
드

2005-06-03

2006-05-28

뉴질랜드-중국 FTA

중국

2008-04-07

2008-10-01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2009-10-26

2010-08-01

뉴질랜드, 홍콩, 중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홍콩, 중국

2010-03-29

2011-01-01

뉴질랜드-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캐나
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
시코, 페루, 싱가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비고

기존 뉴질랜드-호주 FTA 대체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FTA list in force)>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뉴질랜드-EU FTA

뉴질랜드-인도 FTA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EU 소속 28개 국가

2009년 뉴질랜드 제안에 따라
2015년 초기협상을 진행함.
2017, 2018 지속협상 후,
2019년 1월 자신다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EU 의장은 연내 합의에 대
한 공동목표 의지 확인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 까
지 화상회의를 통해 제 7차 협상
진행
2021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
까지 10차 협상을 위한 화상 회의
진행

인도

2010년 초기협상이 열렸으며
2015년, 2016년 까지 후속 협상
이 진행되었고 이후 추가 협의 진
행 없음

비고

뉴질랜드-RBK FTA

뉴질랜드-중국 FTA Upgrade

뉴질랜드-태평양 동맹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뉴질랜드-United Kingdom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
자흐스탄

2010년 초기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우크라이나와 크라메니아 사태로
현재 협의 중단 상태
2008년 FTA 협정 이후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3배 이상 증대됨에 따
라 기술, 환경, 서비스 분야 등 협
정 영역 확대 중
2019년 10월 9번째 라운드 협상
이 북경에서 진행됨
2021년 1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
해 양국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체계

중국

칠레, 콜롬비아, 멕시
코, 페루

2011년 부터 추진되어 협상 진행
중
2018년 11월 최고 협상담당자 페
류 리마에서 협상진행한 것이 마지
막으로 확인된 협상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인
도, 일본, 한국

2020년 11월 4차 RCEP 정상회의
통해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
드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
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
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세
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국이 이날 RCEP 협정에 서명
2012년 아세안 협정에서 발제되
어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
한 15개국 간의 협정 타결

영국

2020년 6월 17일 뉴질랜드는 영
국과의 FTA 협상 이 개시되었음을
외교부 무역협정정보란을 통해 발
표. 1차 공식 협상은 2020년 7월
13일 진행됨.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Timeline for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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