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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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력양성] 오바마 행정부, IT인력양성 및 경제활성화 정책「TechHire 이니시어티브」발표 (03.09) : IT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업계 지원을 통해 임금인상 및 중산층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술력을 갖춘 구직자를 IT노동시장에 

연결 △기업내 속성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수와 직업 병행 지원 △연방기금 1억불을 투입, 코딩 부트캠프 

(coding bootcamp) 운영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도 IT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코딩 부트캠프 (Coding bootcamp)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인 코딩을 교육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원유수출규제] 美하원, 원유수출금지법 폐지 법안 (H.R.702) 동향 : △2.4 발의 후 현재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및 외교위원

회에 계류중 (Joe Barton 의원 외 공화당 의원 15인 지지) △당초 3월 25일 외교위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

교위는 당일 투표계획을 취소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오바마 행정부의 IT인력양성 정책“TechHire Initiative" 소개

1 개요

o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회의에서 IT인력 양성과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TechHire 이니시어티브>를 발표(2015.3.9)

- TechHire 이니시어티브는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등 IT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당학위

미소지자 및 비전문가의 IT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2 발표 배경

o 하이테크 분야의 평균 임금은 타 분야 민간기업 임금 대비 50%가

높은 반면 50만명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o 현재 경제회복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실업율은 감세추세로 2015. 2월

기준 5.5%를 기록했으나 임금은 정체상태

o 전문가들은 임금정체의 요인으로서 기술 전문인력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 채용시 학사학위 요구 등 높은 채용기준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

3 정책 목적 및 세부계획

o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과 직업소개 사업을 통해 IT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전문가의 IT업계 진입을 통해 임금인상 및 중산층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

-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의 협력아래 기술력을 갖춘 구직자를 IT 노동시장에

연결하고, 기업내 속성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수와 직업의 병행을

지원

- 연방기금 1억불을 투입, 코딩 부트캠프(Coding bootcamp) 운영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가 4년제 학사학위 없어도 IT업계에 진출발판을

마련토록 함.

※ 코딩 부트캠프(Coding bootcamp):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인 코딩을 교육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 동 연방기금은 미 고용노동부의 취업(H1-B) 비자 보조금 수익을

활용하며 여성, 재향군인, 외국인 및 장애인 등 소수집단 대상 코딩

부트캠프 우수사례에 우선 지원될 예정

4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참여

o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관리,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인력 연수

및 고용을 위해 작년 가을부터 지방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21개 지방정부 및 300여개 기업이 참여를 확정

o 지방정부 인력양성 주요사례

- △ 델라웨어주의 2년제 대학교 IT연수 제공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의

비영리단체 Launchcode를통한코더교육과직업소개,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공립도서관 이용자 대상 단기 온라인강의 제공, △ 테네시주 내쉬빌시의

코딩스쿨인 Nashiville Software School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수 등

※ TechHire 참여지방정부: 델라웨어주, 콜로라도주, 네브라스카주버팔로카운티와

키어니시, 켄터키주 동부지역과 루이빌시,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앨버커키, 포트랜드, 솔트레이크시티, 샌안토니오, 디트로이트, 미네아폴리스,

캔사스시티, 필라델피아, 로체스타, 뉴욕, 세인트루이스, 차타누카, 멤피스,

내쉬빌(총 21개 지역)

o 기업 협력사례

- △ 마스터카드사, 캐피탈원뱅크사 등이 코딩부트캠프 등을 통해

관련학위 미소지자 채용 등 비전통적인 채용을 확대시행 계획, △

마이크로소프트사, Flatiron School, Dev Bootcamp 등의 저렴한 수강료

또는 무상운영 중인 자체 연수프로그램의 확장 등



5 오바마 행정부의 구체적 추진내용

o 오바마 행정부는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학위가 없는

비전통 채용을 장려하고, 구직자 능력평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

o 기업자문회사인 CEB와 협력하여 고용주를 대상으로 비전통분야

인력채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중

o Knack사와 협력 아래 고용주와 연수기관에 기술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제공

o 온라인 이력서 작성 사이트 Linkedln사는 지역별 기술 수요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할 예정

6 향후 추진 방향

o TechHire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코딩부트캠프 설립, 민간기업 채용

문화 변화주도, 직장내 연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이후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 프로그램을 대학 연수과정으로 확장할 계획

/끝/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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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하원 원유수출규제폐지 법안 처리 동향

□ (발의) 미 하원은 현재 미국의 대외 원유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유수출금지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15.2.4)

* 원유수출규제 폐지 법안 주요 지지자: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회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의장인 Joe Barton

(공화당, 텍사스 州) 이외 15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15.3.25 현재)

□ (진행 상황) 현재 하원 에너지․상무위 및 외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2015.3.25 외교위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교위는 당일,

투표계획을 취소

ㅇ 이후 현재까지는 법안에 대한 새로운 상·하원 논의 일정은 없음.

2 법안관련 주요 입장

□ (찬성측)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Committee on Energy & Natural

Resources) Lisa Murkowski(공화당, 알라스카州) 의장은 3월 중순 상원

공청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은 물론,

경제성장률 1% 상승, 일자리 백만 여 개 창출 및 국제적인 협상력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

ㅇ 아울러, 법안의 다른 장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유가 상승에만 신경을

쓰는 상황이 법안 통과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

□ (반대측)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장래 원유 생산량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에너지안보 측면과, 원유 수출 자유화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를 들면서 법안 반대입장을 표명

□ (타협안) Joe Manchin의원(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 州)은 타협 방안으로

미국 내 원유 생산 변화량에 따른 원유 수출량 제한선 책정을 제안

3 언론 반응

□ 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유수출이 국제 원유가격의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원유수출 금지 규정을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미국 언론들의 전반적 평가



□ 특히 백악관이 2016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유회사들의 강한

반발과 미국의 원유수출로 인한 미-사우디 관계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책 변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

참고: 법안 세부 내용

□ (목적) 변화하는 원유 시장 동향에 맞추어 미 원유 수출 규제 법안

조정

ㅇ (인지사항) 의회는 현재 미국이 셰일혁명의 여파로 국제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한 점; 자유로운 세계 에너지 교역 흐름의 유지와 보호에 대한 미국의

의무; 마지막으로 원유수출 규제 폐지가 가져올 경제적인 혜택과 에너지

안보 및 외교적 협상력 향상 등을 인지함.

ㅇ (법률 폐지) ́75년 아랍 산유국의 석유 금수 조치 이후 마련된

수출금지법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 103항*

폐지

* EPCA 103항: 대통령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 그리고 천연 가스

수출이 국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제한 권한을 부여한다.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a rule prohibiting the export of crude oil and

natural ga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except that the

President may ... exempt from such prohibition such crude oil

or natural gas exports which he determines to b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purposes of this Act.")

ㅇ (기타 사항) 에너지 자원의 생산, 비축재고, 공급, 마케팅, 가격 책

정 등을 위한 법률 규정으로 원유 수출 자율화를 규제할 수 없음.

- 또한, 본 법안 통과 후 120일 이내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원유

매장량의 규모와 구성 및 목적 등의 석유 전략 제안서를 상·하

원 해당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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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재경관실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25 3.26 3.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827.75 17,983.07 17,416.85 18,214.42 18,011.14 17,718.54 17,678.23 -0.23% -2.94% -0.84%

Nasdaq 4,176.59 4,787.32 4,777.44 4,683.41 4,987.89 4,994.73 4,876.52 4,863.36 -0.27% -2.50% 1.59%

S&P 500 1,848.36 2,072.83 2,080.35 2,021.25 2,110.74 2,091.50 2,061.05 2,056.15 -0.24% -2.59% -0.80%

KOSPI (한) 2,011.34 1,980.78 1,915.59 1,949.26 1,985.80 2,042.81 2,022.56 2,019.80 -0.14% 1.71% 1.97%

NIKKEI (일) 16,291.31 17,459.85 17,450.77 17,674.39 18,797.94 19,746.20 19,471.12 19,285.63 -0.95% 2.59% 10.46%

FTSE100 (영) 6,749.09 6,723.42 6,547.00 6,810.60 6,949.73 7,019.68 6,990.97 6,895.33 -1.37% -0.78% 2.56%

DAX (독) 9,552.16 9,974.87 9,805.55 10,737.87 11,327.19 12,005.69 11,865.32 11,843.68 -0.18% 4.75% 18.95%

[금리]  (단위: %)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25 3.26 3.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7 0.02 0.03 0.03 0.03 0.03 0.04 0.04 0.00 0.01 0.02

T/NOTE (3년) 0.78 0.88 1.1 0.77 1.01 0.93 0.94 0.94 0 -0.07 0.06

T/NOTE (10년) 2.99 2.24 2.20 1.77 2.03 1.92 1.93 1.93 0.00 -0.10 -0.31

T/NOTE (30년) 3.90 2.95 2.76 2.33 2.63 2.51 2.50 2.50 0.00 -0.13 -0.45

LIBOR (Dollar,3월) 0.25 0.24 0.26 0.25 0.26 0.27 0.27 0.27 0.00 0.01 0.03

[환율]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25 3.26 3.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107.90 1,090.95 1,093.50 1,098.40 1,100.80 1,108.00 1,103.30 -0.42% 0.45% -0.42%

Y / US$ 105.30 118.21 119.55 117.80 119.17 119.63 118.92 119.18 0.22% 0.01% 0.82%

US$ / EUR 1.3736 1.2448 1.2128 1.1338 1.1214 1.0926 1.0978 1.0879 -0.90% -2.99% -12.60%

CNY / US$ 6.0628 6.1465 6.2184 6.2507 6.2696 6.2088 6.2158 6.2152 -0.01% -0.87% 1.12%

[유가]

‘13말 14.11말 12말 15.1말 2말 3.25 3.26 3.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73.69 54.12 44.53 48.17 47.51 49.21 51.43 4.51% 6.77% -30.21%

Dubai ($/배럴) 107.88 73.33 53.62 44.63 58.42 53.40 52.69 53.99 2.47% -7.58% -26.37%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3.27 금)

DOW(0.23% 하락) KOSPI(0.14% 하락) 달러 환율(0.42%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