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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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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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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美무역실적] 2014년 美 26개 주에서 상품·서비스 총수출액 사상 최대치 기록(美 상무부 발표): 2014년 미국의 총 수출액은 

2.35조 달러로, 50개 주 전역에서 2009년 이후 수출 증가세 유지

              * 상위 5개 주 수출 실적: 택사스 (2,890억불), 캘리포니아 (1741억불), 워싱턴 (906억불), 일리노이 (682억불), 루이지애나 (651억불)

[망 중립성]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인터넷망 중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규(rule) 제정: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업체 (ISP)들을 미 통신법 타이틀 I(정보 서비스 사업자)에서 타이틀 II(유선 전화 포함 통신사업

자)I로 재분류하고,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모두에게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규제 적용 제안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은 데이터 트래픽의 동등한 사용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권리로도 해석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2014년 미국 각 주별 무역실적

□ 지난 2014년,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미국 상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음.

(2015.2.26)

ㅇ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6개 주에서는 상품/서비스 수출 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다른 8개 주에서는 상품수출이 2013년 실적을

초과.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09년 이후 5년 연속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또한 미국의 50개주 모두

2009년 이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 2014년 미국의 수출액 : 2.35조 달러

ㅇ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십억

달러)

- 텍사스 (289.0)

- 캘리포니아 (174.1)

- 워싱턴 (90.6)

- 일리노이 (68.2)

- 루이지애나 (65.1)

- 오하이오 (52.1)

- 조지아 (39.4)

- 인디애나 (35.5)

- 테네시 (33.0)

- 노스 캐롤라이나 (31.3)

- 사우스 캐놀라이나 (29.7)

- 캔터키 (27.5)

- 위스콘신 (23.4)

- 미네소타 (21.4)

- 아리조나 (21.1)

- 오레건 (20.9)

- 버지니아 (19.2)



- 아이오와 (15.1)

- 매릴랜드 (12.2)

- 네브라스카 (7.9)

- 노스 다코다 (5.3)

- 뉴 햄프셔 (4.4)

- 뉴 멕시코 (3.8)

- 로드 아일랜드 (2.4)

- 와이오밍 (1.8)

- 하와이 (1.5)

ㅇ 그 외 각 주별 무역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기준 수출액이 큰 상위 5개주는 순서대로 텍사스,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일리노이

-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50개주 중 33개 주에서 증가

- 9개 주는 2014년에 전년대비 두 자리수 이상의 수출증가 기록

- 하와이주는 2014년 상품수출이 전년대비 143% 증가하면서 증가율

에서는 최대

/끝/

※ 내용 관련 문의 :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s505agnie@gmail.com)



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ility) 관련 규제동향

1 망 중립성 논의배경

□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개념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

◇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컬럼비아 대학의 Tim Wu 교수 등에

의해 제시됨(Tim Wu,「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 2002)

o 최근에는 “Network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Ofcom) 등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관리의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추세

□ 논의 계기

○ ‘05.8월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소규모 ISP(인터넷 서비스 업자) Madison의 VoIP(인터넷

전화) 접속 차단 분쟁을 계기로 광대역 정책 방향(Broadband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고 인터넷 망 공개 4원칙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시작

< 인터넷 망 공개 4원칙 >

◇ 소비자는 다음의 4가지 권리를 보장받는다.

①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 ②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

③ 네트워크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접속 ④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 보장

○ (FCC의 새로운 Rule 제정) 인터넷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모두에게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규제 적용 제안

-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망중립성 지지를 밝혔으며, 올해

2월 4일 Tom Wheeler FCC 위원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업체들도

무선망 사용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중립성 법규 제안

- 인터넷 서비스업자 (ISP)를 타이틀 II*로 재분류



* 현재 컴캐스트, 버라이존 같은 ISP들은 Communication Act에 의해

타이틀 I인 정보서비스사업자로 분류. 이와 같은 ISP들이 타이틀 II로

재분류될 경우, 유선전화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FCC의 엄격한 제재를 받음

-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 무선 사업자들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망 사용

차단 및 특정 웹사이트 서비스 속도 조절 행위 등을 금지

- 2월 26일 FCC 전체회의에서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표결한 결과 망

중립성 지지하는 민주당 FCC위원 Tom Wheeler를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어 전체회의 통과

2 ISP와 Common Carrier 개념

□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업체)

○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 예. AT&T, Verizon, Comcast, SK브로드밴드, KT 등이 인터넷을 서비스할 경우

○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자신만의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함

□ Common Carrier (기간·별정사업자)

○ 유무선의 주간, 국제 통신 및전송에 영리목적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해진

요금 체계로 정보나데이터, 메시지의 전송을 전문으로행하는 사업 주체

○ 통신 회선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개방 및 제공

* 예. AT&T, KT 등이 유무선 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 근거

□ 미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of 1934)

○ (TItle I) 정보 서비스 사업자. 현재 ISP 포함. FCC는 부수적 관할권을 가짐

○ (Title II) 유선 전화를 비롯한 통신사업자. 보편적 서비스, 공정 경쟁 등의

규제 의무. Common Carrier의 의무. 상대적으로 FCC의 엄격한 제재를 받음



□ 분류 목적

○ 광역 서비스 투자 유치 활성화 및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케이블 모뎀

서비스 사업자(‘02년) 및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07년)를

Title 1로 분류

○ 현재 FCC는 강력한 규제 권한 보유와 망 중립성 규제 적용에 관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ISP를 Title II로 재분류 추진

4 망 중립성 관련 입장

□ FCC가 망 중립성 적용 여부를 표결('15년 2월 26일) 함에 따라 정부,

이해관계자 및 인터넷 사용자들의 입장차가 나타남

○ (민주당) 대체로 망 중립성 강화에 동의. 오바마 미 대통령은 망 중립성

지지. FCC가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정당성 부여

○ (공화당) 망 중립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나 오바마 정부의 계획에

양보 조짐을 보임. 망 중립성 적용은 인터넷 컨텐츠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자유 규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FCC의 요금 규제 수단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봄

○ (ISP)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인터넷 관련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에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 경제성장 저해. 주요 ISP들은 ‘타이틀 II’로

재분류를 추진할 경우 소송 제기 예상

○ (스타트업 기업) 자본이 비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이

적용되지 않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피력

○ (국내 통신사업 관계자) FCC 원칙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국내 정책 수립에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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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관실

[주가]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25 2.26 2.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195.42 17,827.75 17,983.07 17,416.85 18,209.19 18,224.57 18,214.42 -0.06% 4.58% 5.93%

Nasdaq 4,176.59 4,566.14 4,787.32 4,777.44 4,683.41 4,968.12 4,967.14 4,987.89 0.42% 6.50% 9.24%

S&P 500 1,848.36 1,994.65 2,072.83 2,080.35 2,021.25 2,115.48 2,113.86 2,110.74 -0.15% 4.43% 5.82%

KOSPI (한) 2,011.34 1,964.43 1,980.78 1,915.59 1,949.26 1,990.47 1,993.08 1,985.80 -0.37% 1.87% 1.09%

NIKKEI (일) 16,291.31 16,413.76 17,459.85 17,450.77 17,674.39 18,585.20 18,785.79 18,797.94 0.06% 6.36% 14.53%

FTSE100 (영) 6,749.09 6,463.55 6,723.42 6,547.00 6,810.60 6,949.63 6,935.38 6,949.73 0.21% 2.04% 7.52%

DAX (독) 9,552.16 9,114.84 9,974.87 9,805.55 10,737.87 11,205.74 11,210.27 11,327.19 1.04% 4.40% 22.99%

[금리]  (단위: %)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25 2.26 2.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7 0.01 0.02 0.03 0.03 0.02 0.02 0.03 0.01 0.00 0.02

T/NOTE (10년) 2.99 2.32 2.24 2.20 1.77 1.99 1.96 2.03 0.07 0.26 -0.29

T/NOTE (30년) 3.90 3.04 2.95 2.76 2.33 2.60 2.56 2.63 0.07 0.30 -0.41

LIBOR (Dollar,3월) 0.25 0.23 0.24 0.26 0.25 0.26 0.26 0.26 0.00 0.01 0.03

[환율]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25 2.26 2.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68.50 1,107.90 1,090.95 1,093.50 1,099.00 1,097.20 1,098.40 0.11% 0.45% 2.80%

Y / US$ 105.30 110.95 118.21 119.55 117.80 118.66 118.94 119.17 0.19% 1.16% 7.41%

US$ / EUR 1.3736 1.2564 1.2448 1.2128 1.1338 1.1349 1.1363 1.1214 -1.31% -1.09% -10.74%

CNY / US$ 6.0628 6.1099 6.1465 6.2184 6.2507 6.2599 6.2597 6.2696 0.16% 0.30% 2.61%

[유가]

‘13말 14.10말 11말 12말 15.1말 2.25 2.26 2.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81.12 73.69 54.12 44.53 49.28 50.99 48.17 -5.53% 8.17% -40.62%

Dubai ($/배럴) 107.88 84.82 73.33 53.62 44.63 56.06 55.84 58.42 4.62% 30.90% -31.12%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2.27 금)

DOW(0.06% 하락) KOSPI(0.37% 하락) 달러 환율(0.11%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