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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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 미 상무부, 우리나라 등 7개국산 강철못(Steel Nail) 상계관세 관련 예비판정에서 조사대상 모두에 대해 

미소마진 결정(10.27); 반덤핑 관련 예비판정은 11.5 예정 

[경제정책] 오바마 대통령, 미국 첨단제조산업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실행정책(Executive Action)을 발표

(10.28) : ①첨단 제조기술 분야에 3억불 이상 투자 및 국가소유의 첨단연구시설 제공, ②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대규모 경진대회 등 활용) 및 제조업 이미지 제고, ③초기 5개년 투자지원 등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

[식품의약] 미 FDA, 식품업체가 FDA에 등록하기 위해 등록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제3의 등록 대행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014. 10. 21) : 불필요한 등록대행업체 사용 및 이에 따른 등록부담 가중 방지 목적으로 

파악.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상무부, 한국산 강철못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미소마진 결정 

   ㅇ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강철 못(Steel Nail)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조사대상 기업 모두에 대해 미소마진 판정을 내림.

< 주요 제소 내용 >

ㅇ 제소 대상 : 12인치 이내의 강철 못(패스너)

* HS 코드 7317.00.5502 부터 7317.00.7500

ㅇ 제소일 : 2014.5.29

ㅇ 제소자 : Mid Continent Steel &Wire, Inc (미주리주 소재)

ㅇ 피소국 :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터키, 베트남 등 7개국

* 우리나라 피소업체 : K Steel, 코람스틸 등 19개 생산, 수출업체

ㅇ 피소 형태 : 7개국 모두 반덤핑, 상계관세 동시 피소

* 제소자측이 상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보조금 조치

- 수출입은행의 각종 수출지원제도

- 산업은행 및 기타 국책은행의 각종 수출지원제도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R&D 지원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원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 전환교통 프로그램(Modal Shift program) 에 따른 각종 지원 등

ㅇ 조사요청 대상기간 : 2011~20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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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첨단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정책 

□ 개 요

ㅇ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첨단제조산업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실행정책 (Executive Action)을 발표 ('14.10.28)

* 대통령 산하 첨단제조산업 파트너쉽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반

ㅇ ①혁신 기반 지원, ②첨단제조 전문가양성 지원, ③중소제조기업 기술사업화

역량지원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지원 내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

* 美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의 중심이며, 70만개의 일자리 창출(‘10년

2월 이후)과 가장 빠른 일자리 성장률(‘90년대 이후)의 기반임

* 그간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하여 10억불의 자금을 투자하여 첨단

제조 전문일자리 마련 및 전문가 훈련, 첨단 제조기술개발 투자, 첨단제조분야

베테랑 인력 활용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4개의 제조혁신연구원을

설치

□ 세부 내용

ㅇ 혁신 기반 지원(Enabling Innovation)

-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 제조기술 분야에 3억불 이상을 투자

* 관련부처 : The Departments of Defense, Energy, Agriculture and NASA

- 제조업체에게 국가연구실 등에 있는 첨단시설 사용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의 가속화를 지원

* 관련부처 : NSF,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NASA

ㅇ 첨단제조 전문가양성 지원(Securing the Talent Pipeline)

- 1억불 규모의 American Apprenticeships grant competition을 통한 효과적인

전문 인력양성 전략추진 확대



* 관련부처 : the Department of Labor

- National Manufacturing Day 행사를 통한 제조업 이미지 강화

* 관련부처 : the Department of Commerce

*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첨단제조업과 같은 기술관련 직업의 우수성 홍보하는

것을 목적

ㅇ 중소제조기업 기술사업화 역량지원(Improving the Business Climate)

- 혁신적인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제도와 초기 5개년 투자지원

전략 추진

* 관련부처 : the Department of Commerce)

ㅇ 중소제조업체의 혁신역량 격차(gap)를 메꾸기 위하여 상무부의

‘NIST_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현재 3만여개의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별(local) 차원의 ‘state-based

제조혁신센터’의 역량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개 주에 1.3억불을 투자하여 이 센터들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가 신기술을 습득하고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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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생산 시설 등록비 및 대행사의 미 FDA 제휴 

관련 질문

□ FDA는 FDA에 등록이 필요한 식품업체들에게 등록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3의 등록 서비스 대행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공표함.

□ FDA는 “FDA Registrar Corporation” 같은 사업체에서 식품업체들에게

등록 및 등록 갱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행업체들은 FDA와 제휴관계가 없으며, FDA와 관련된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고자 함.

□ 식품 제조시설 등록 조항

1. FDA에 등록이 필요한 식품업체들은 반드시 FDA에 전자적 방법

으로 직접 혹은 서신, 팩스 등으로 등록해야하며, 여러 생산 시설을

등록할 경우에는 CD를 사용할 수 있음 (21 CFR 1.231). 등록비는

무료임 (21 CFR 1.231(d)).

o 식품업체는 http://www.access.fad.gov를 이용하여 스스로 (혹은

권한을 부여한 다른 개인을 통해) 등록, 등록 업데이트, 및 등록

취소 등이 가능함. 혹은 FDA에 문의(미국 내: 1-800-216-7331, 미국

외: 1-301-575-0156) 하여 해당 서류를 요청해 우편으로 식품 생산

시설을 등록 , 업데이트 ,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음 . 이메일

( furls@fda.gov. )을 통해 요청도 가능

o 미국 대행업체들(US agents)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식품업체와 대행업체 간의 동의

사항임.

2. FDA Registrar Corp.의 제안과는 달리, 식품 생산 업체는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필요하지 않음. FDA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사기업에서 발급한 등록 증명서 또한

인정하지 않음. FDA는 등록된 식품 시설에 대해 등록 번호를

발급하며, 등록된 식품업체는 FDA에 접촉하여 등록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3. FDA Registrar Corp.의 제안과는 달리, FDA에 식품 생산 시설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URIS(미 FDA 통합 등록/리스팅 시스템)

혹은 PIN 등록 정보가 없을 경우, 재등록을 하여서는 안됨. 그 대신,

식품업체는 FDA에 1-800-216-7331 혹은 301-575-0156 로 연락 하거나

furls@fda.gov. 으로 이메일로 서비스 지원을 요청이 가능함.

o 식품업체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보증

하기위하여 회사 명의 서한으로 동 사의 소유주, 운영자 및 생산

시설 책임자가 서명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식품업체가 확인

되면, FDA는 해당업체가 FDA에 접속이 가능한 계정을 제공할 것임.

/끝/

※ 내용 관련 문의 : 이승용 식약관 (202-939-5650, codexlee@gmail.com)



[주가]

‘12말 ‘13말 ‘14.7말 8말 9말 10.29 10.30 10.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6,880.36 17,098.45 17,071.22 17,005.75 16,974.31 17,195.42 1.30% 0.73% 3.73%

Nasdaq 3,019.51 4,176.59 4,462.90 4,580.27 4,505.85 4,564.29 4,549.23 4,566.14 0.37% 1.34% 9.33%

S&P 500 1,426.19 1,848.36 1,970.07 2,003.37 1,977.80 1,985.05 1,982.30 1,994.65 0.62% 0.85% 7.91%

KOSPI (한) 1,997.05 2,011.34 2,076.12 2,068.54 2,020.09 1,961.17 1,958.93 1,964.43 0.28% -2.76% -2.33%

NIKKEI (일) 10,688.11 16,291.31 15,620.77 15,424.59 16,173.52 15,553.91 15,658.20 16,413.76 4.83% 1.49% 0.75%

FTSE100 (영) 5,897.80 6,749.09 6,773.44 6,819.75 6,646.60 6,402.17 6,453.87 6,463.55 0.15% -2.75% -4.23%

DAX (독) 7,612.39 9,552.16 9,593.68 9,470.17 9,422.91 9,068.19 9,082.81 9,114.84 0.35% -3.27% -4.58%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7말 8말 9말 10.29 10.30 10.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5 0.07 0.04 0.03 0.02 0.02 0.03 0.01 -0.02 -0.01 -0.06

T/NOTE (10년) 1.78 2.99 2.57 2.35 2.50 2.30 2.34 2.32 -0.02 -0.18 -0.67

T/NOTE (30년) 2.95 3.90 3.31 3.09 3.18 3.06 3.06 3.04 -0.02 -0.14 -0.86

LIBOR (Dollar,3월) 0.31 0.25 0.24 0.24 0.24 0.23 0.23 0.23 0.00 -0.01 -0.02

[환율]

‘12말 ‘13말 ‘14.7말 8말 9말 10.29 10.30 10.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27.90 1,014.00 1,055.20 1,047.30 1,055.50 1,068.50 1.23% 1.26% 1.24%

Y / US$ 86.46 105.30 102.73 103.82 109.35 108.12 109.10 110.95 1.70% 1.46% 5.37%

US$ / EUR 1.3240 1.3736 1.3397 1.3173 1.2687 1.2739 1.2596 1.2564 -0.25% -0.97% -8.53%

CNY / US$ 6.2304 6.0628 6.1729 6.1441 6.1468 6.1099 6.1144 6.1099 -0.07% -0.60% 0.78%

[유가]

‘12말 ‘13말 ‘14.7말 8말 9말 10.29 10.30 10.31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98.42 100.27 94.55 94.57 81.42 82.20 81.12 -1.31% -14.22% -17.58%

Dubai ($/배럴) 107.81 107.88 105.98 100.68 94.90 83.98 84.14 84.82 0.81% -10.62% -21.38%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10.31 금)

DOW(1.30% 상승) KOSPI(0.28% 상승) 달러 환율(1.23% 상승) 재경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