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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

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에너지] 미 에너지부, 금번 7월 현재 1978년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의 원유 생산(870만 B/d)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유

·LNG 가격도 중동 지역이 안정화되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교통] 미 교통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6년 까지 차량 간 통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 개별차량이 

주변에 위치한 차량들과 속도, 방향, 브레이크 상태 등 다양한 안전정보 송수신이 가능하며, 매년 60만 건의 

사고와 27만 여명의 사상자 예방 기대

[ICT] 미 정부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신속·효율적인 재난통신망 운영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책기관

(FirstNet)-연구소(PSCR)-실험실(Adcom911) 등 3개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 운영 중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 8월 단기 에너지 전망 발표

1 미국의 원유생산량

ㅇ 2014.7월 기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8.7백만 B/d로서 1978년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이며, 2014년 평균 일일 생산량은 8.5백만 B/d가 될

것으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은 전망

ㅇ 특히, 2015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9.3백만 B/d로 확대될 것으로

EIA는 전망했으며, 이는 1972년 이후 최대치

* LNG 생산 역시 2013년 2.6백만 B/d에서 2015년 3.1백만 B/d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화석연료 생산 증대로 미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2005년 60%에서

2013년 33%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음. 2015년

예상 석유 수입의존도는 22%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ㅇ EIA는 2014년 하반기 브렌트유 가격을 $107/배럴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추가로 하락한 $105/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8월 국제 원유 가격은 이라크 위협 감소에 대한 기대감 및

리비아의 원유 생산 증대로 인해 전월보다 $5/배럴 하락한 평균

$107/배럴 기록

ㅇ WTI 가격도 2014년 6월 $106/배럴에서 $104/배럴로 하락한 가운데,

브렌트유와의 차이는 2013년 $11/배럴에서 2014년 평균 $8/배럴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15년에는 $9/배럴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천연가스 가격은 MMBtu 당 3달러대 후반에서 4달러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헨리허브 현물 가격이 2013년 $3.73/MMBtu, 2014년

$4.46/MMBtu, 2015년 $4.00/MMBtu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세계/미국 원유 및 액체유 수급 전망 (2014.7월 기준) >

백만 B/d
2014 2015

2013 2014 2015
1Q 2Q 3Q 4Q 1Q 2Q 3Q 4Q

공급

미국 13.04 13.61 13.85 14.16 14.42 14.73 14.77 15.04 12.32 13.67 14.74

OPEC 35.99 35.63 36.06 35.67 35.76 36.13 36.66 35.74 36.12 35.84 36.07

세계 90.86 91.28 92.30 92.14 91.97 92.85 93.83 93.23 90.17 91.65 92.98

소비

미국 18.81 18.71 19.09 18.92 18.88 18.90 19.09 19.04 18.89 18.88 18.98

OECD 45.82 45.09 46.04 46.44 46.33 45.09 45.81 46.31 46.03 45.85 45.89

非OECD 44.61 45.96 46.40 45.86 45.83 47.44 47.80 47.22 44.41 45.71 47.08

세계 90.43 91.06 92.44 92.29 92.16 92.53 93.61 93.53 90.44 91.56 92.96

/끝/

※ 내용 관련 문의 :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차량간 통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FMVSS)을 2016년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2014.8.19 발표함.

미국 교통부, 차량간 통신기술 규정제정 사전예고

1 차량간(Vehicle to Vehicle) 통신기술 개요

□ 차량간 통신기술은 자동차에 탑재된 단거리 라디오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변에 위치한 차량들과 속도, 방향, 브레이크 상태 등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ㅇ 주행중인 차량들의 안전정보를 종합하여 위험요인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충돌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1 차량간 통신기술 개념도(출처:NHTSA)



□ 기존 상용화된 센서, 카메라 등을 활용한 안전보조장치가 탐지범위 내 차량

․장애물 등의 존재여부만 관측하는 수동적 방식인 것에 반해

ㅇ 차량간 통신 방식은 라디오 통신으로 정보를 능동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므로

관측거리가 길고(약 300m)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활용가능하며 주변

차량의 상태를 동시에 수신하여 운전자에게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차량간 통신으로 송수신 가능한 정보 : 차량크기, 위치, 속도, 진행방향, 가속․브레이크

상태, 엔진출력․와이퍼․턴시그널 상태 등

2 실제교통상황에 적용가능한 차량간 통신기술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차량간 통신기술이 전방충돌 및 비상상황 사전 경고,

사각지대 및 추월위험 경고, 교차로 진입경고 등의 상황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이중 좌회전 보조(Left Turn Assist), 교차로진입 보조(Intersection Movement

Assist) 등을 우선적용 가능한 기능으로 평가하고 있음

- 좌회전 보조는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감지하여 좌회전 위험 여부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며

- 교차로진입 보조는 교차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종합하여 운전자에게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임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차량간 통신장비 제작․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0년에 대당 341～350달러로 보고 있으며 2058년에는 대당 209～227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모든 신차에 차량간 통신장비를 의무화할 경우 2020년에 연간 최대 21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도로교통안전청은 차량간 통신기술 활용으로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

좌회전 보조와 교차로 진입보조 기술이 의무화 될 경우 매년 59만 2천여건의

충돌사고와 사망자 1,083명, 부상자 27만여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그림2 차량간 통신기술 활용가능 상황 예시(출처: NHTSA)

3 규정제정 동향 및 향후 전망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2012년 V2V Decision Team을 구성하여 차량간

통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규정제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8.19일 종합보고서
*
를 발간

*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s: Readiness of V2V Technology for Application

ㅇ 보고서 발간과 함께 차량간 통신기술을 2016년에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No.150에 반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제정 사전예고

(ANPRM)를 발표하고 금년 10.20일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

□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청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간 통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의 개정작업에 적극 착수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차량간 통신기술에 이어 차량-도로시설간(Vehicle to Infrastructure)

통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어 향후 이에대한 연구보고서 및 추가적인

규정 제정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차량간 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보안성, 통신장비의 신뢰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규정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 내용 관련 문의: 이상헌 국토관 (202-939-5676, simplewate@gmail.com)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미국의 관련기관 및 사업을 소개함.

미국 재난통신망 관련 기관 및 사업 현황

1 FirstNet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www.firstnet.gov

 □ 설립배경

   m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의 독립기관으로, 9.11 
테러 후 재난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국가차원의 광대역 재난전송망 필요성 부각

    - FirstNet은 미국 상무부 산하 NTIA* 의 별도기관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국가통신정보관리청) :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광대역 인터넷 확산과 인터넷이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에 관여

 □ 역할 및 사업

   m FirstNet은 광대역 재난통신 전국망의 설계, 망 구축 및 운영 책임과 권한을 수행

     - 미국 각 주, 영토, 원주민의 공공안전관련 기구의 기존 공공안전시스템과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위한 협력

     - 전국망 구성계획 제시, 망 사용대가 산정 및 청구계획 수립, 공공·민간간의 협업

모델 개발

     - 국가 브로드밴드 무선 통신 개발과 시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및 무선

표준화(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추진

     - 응급 및 공공안전 관련 통신의 Single interoperable platform 제공

     - 각 주의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 후 주지사의 승인 하에 최종계약

   m 응급의료, 화재, 경찰업무에 망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구성은 코어 네트워크와 RAN(Radio Access Network)으로 구성

     - 응급상황 시 안전하고 빠른 망 접속 확보 및 위치정보와 동영상 데이터 지원 
     - 향후 VoLTE 제공 예정

   m NTIA는 보조금을 통해 FirstNet서비스 도입을 의뢰한 주(州) 지원



     - 인프라구축, 장비설치 및 네트워크 관련 아키텍처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

   m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LTE방식 공공안전망 구축을 위해 FirstNet에게

10년간 700MHz 대역 주파수 라이선스를 발급

※ 미국 LTE 공공안전망 구축 개요

항 목 세 부 사 항

사용 주파수 700MHz Band Class 14 (D Block : 758~763, 788~793)

감독기관 FirstNet (10년 계약 만료후 FCC에 라이센스 연장신청)

관련 정부기관 NTIA, FCC

서비스대상 기관 연방, 주, 지방, 부족 총 약 60,000개 기관

정부 지원자금 70억 달러 (약 7조2,065억 원)

□ 조직구성

   m 총괄매니저, 행정, 재무, 컨설팅, 정보화, 기술디자인 매니저로 구성

     - 총괄매니(1명), 부매니저(1명), 각 부서총괄(5명) 등 공무원 총 58명
   m 이사회 조직(15명)
     -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예산관리부 부장, 상무부 선정 12명의 위원

(임기 1~3년)과, 지방, 주, 연방정부기관의담당자및무선산업전문인력으로구성

   m 공공안전자문위원회(41명)
     - ’13.2.20 설립, 안전관련 전문가로 구성

     - FirstNet 보직자(매니저)들과 정기적으로 직접 접촉하며 자문

 □ 예산집행

   m 공공안전 펀드에서 예산 집행(10년간 총 약 70억 달러) 
   m FirstNet의 자금출처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수입

　　※ 경매를 통해 약 220억 달러 수입 예상, 70억 달러를 FirstNet 예산으로 집행

     - NTIA 보조금은 주와 매칭 펀드 형식으로 ’13.7월 ~ 9월 까지 1억천6백
만달러를 54개 주에 집행함(루이지아나주, 노던마리아나섬 제외)



2 Public Safety Communicators Research, www.pscr.gov

□ 설립배경

   m 미국의 공공안전통신연구소로 네트워크관련 안전, 보안, 망 사용,엑세스관련

범국가적 표준 개발 등을 위해 설립

   m CTL(통신기술연구소)과 ITS(통신과학연구소)의 합작 연구소로 상무부 콜로라도 
볼더 랩에 위치

     - 공공안전통신관련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상호운용성 등을 담당

     - 업체들과의 협력 및 기술개발 촉진

 □ 임 무

   m (요구기능 개발) 네트워크관련 안전, 보안, 복구에 관한 개발

   m (표준) 망 사용 및 액세스관련 범국가적 표준 개발

   m (시험) 망 인프라와 단말기관련 인증 도입 테스트

   m (연구개발) 공공안전망 기술의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

3 ADCOM911, www.adcom911.org

 □ 설립배경

   m ADCOM911은 1974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공공안전관련 통신 센터

(non-profit Police and Fire/EMS Dispatch Center)
     -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에 ADCOM911이 위치

   m FirstNet의 PSCR(Public Safety Communications Research)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전통신망 구축 파일럿 사업으로 진행

     - 현재 General Dynamics社에서 광대역재난망 시범사업으로 운영

 □ 임 무

   m ADCOM911은 향상된 기능의 모바일 데이터(advanced mobile data) 
서비스를 주요 공항에 제공하여 공항 공공 안전업무에 기여

   m 현장 실험(Real-world testbed)의 장으로서 FirstNet은 커버리지

(coverage), network speeds, 핵심 상호호환성(core interoperability), 
최종소비자 단말기(end-user devices)에 관한 이슈 분석으로 활용

   m General Dynamics社가 시범사업의 주계약자로서 LTE 장비 납품 및 기지국 운영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