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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美, 新기후변화 체제 하 온실가스 감축 공약 제출] 美 3.31(화) Post-2020 新 기후체제를 위한 국가별 기여 공약

(INDCs)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한다는 

계획 발표  

[USTR 2015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USTR, 4.1(수)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o 총 58개 국가 및 아랍연맹, EU, 대만, 홍콩의 교역 장벽에 대해 기술 / 한국 관련, 한미 FTA 발효 3주년의 성과 및 기대감을 

표명하는 한편, 양국간 제기되었던 현안들에 대한 입장 및 우려 제시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국, 新기후변화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 미국은 지난 3.31(화) Post-2020 新 기후체제를 위한 국가별 기여 공약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백악관

FACT SHEET).

- 이는 지난 ‘14.11월 북경 APEC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상의 미측 공약 사항

1 미국의 감축 목표

□ 미국 내 탄소오염 감축 속도를 2005-2020년간 연평균 1.2% 감축했던 것에서

2020-2025년 사이에는 연평균 2.3-2.8% 감축하는 것으로 약 2배 향상

ㅇ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全 경제분야에 걸쳐 80% 이상 감축 추진

2 그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 (오바마 행정부 1기) 오바마 대통령, 2009년 취임 직후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는 목표 제시

ㅇ 경기부양법(Recovery Act)에 근거,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 800억불 이상 투자

ㅇ 연료 및 에너지 효율 기준 제정

ㅇ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통해 발전량 2배 증가

□ (오바마 행정부 2기)

ㅇ【Clean Power Plan】환경보호청,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키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14.6월)

ㅇ【Standards for Heavy-Duty engines and Vehicles】오바마 대통령, 환경

보호청과 교통부에 2016.3월까지 중량자동차에 대한 다음 단계 연료 효율성과

온실가스 기준 마련 지시

ㅇ【Energy Efficiency Standards】에너지부, 에너지 보존 기준을 통해 2030년

까지 누적기준 30억 입방톤(metric ton)에 달하는 탄소오염 감축목표 설정

ㅇ【기타】△쓰레기 매립지, 채굴장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 노력△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통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전 세계 배출 감소 노력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국 현황

□ (중국) ‘14.11월 『기후변화 및 청정 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을

통해 아래 약속

ㅇ 2030년 무렵 온실가스 배출 최고년도(peak year)를 달성하되, 동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 위해 노력

ㅇ 2030년까지 非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제고

□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약속(3.6)

□ (멕시코) 미국과의 기후정책 조화를 위한 美-멕 양국간 T/F 설립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정점(peak) 달성 약속(3.27)

□ 기타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포함, 총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50% 이상

점유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 또는 공식 제출

/끝/

※ 내용 관련 문의: 문인석 1등서기관 (202-939-5671, ismoon72@gmail.com)



美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 美 무역대표부(USTR)는 4.1(수)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국별무역장벽

(NTE) 보고서를 발표함.

- 금년으로 30회차 발표를 맞는 동 보고서는 1974 통상법(Trade Act)

Section 181, 1984 통상 및 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Section 303

등에 기반하여 Michael Froman 무역대표가 대통령, 상원 재무위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1 개요

□ USTR, 4.1(수) USTR 홈페이지상보도자료를통해 2015년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ㅇ 총 444페이지로,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보고서를

별도로발표하던작년과달리 NTE 보고서내에 SPS·TBT 관련상세내용포함

ㅇ 58개 국가 및 아랍연맹, EU, 대만, 홍콩의 교역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pp.69-83), EU(pp.121-151), 인도(pp.167-183), 일본

(pp.209-225), 한국(pp.239-253) 등에 대한 기술 비중이 높음

□ 지난 1년간 교역장벽 감소/해소 관련 주요 성과로 하기 제시

ㅇ (중국)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對美 옥수수

및 건조 주모(酒母) 곡물 수입 제한 철폐

ㅇ (멕시코) 에너지, 통신 사업 부문 개혁

ㅇ (말레이시아)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식품 안전 동등성 인정 등

2 한국 관련 기술

□ 한미 FTA 발효 3주년의 성과로 △한미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 증대

△지재권 보호, 노동/환경기준,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공정경쟁여건

마련 등을 제시

ㅇ 특히, 미국의 對韓 공산품·농산품 수출 증가율이 미국의 對세계 수출

증가율의 4~7배에 달함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 관세감축시 양국간

교역 규모가 더욱 증가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



□ 또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14.7.1),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및 현안 해결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고시 등 상황

평가

□ 아울러, 자동차 수리이력고지 시행, 사이버 보안(네트워크장비) 적합성 검증,

가금류 수출금지조치,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정책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과 우려를 기술

/끝/

※ 내용 관련 문의: 허정미 2등서기관 (202-641-8743, jmheo06@gmail.com)



[주가] 재경관실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 4.2 4.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416.85 18,214.42 17,976.31 17,776.12 17,698.18 17,763.24 0.37% -1.19% -1.22%

Nasdaq 4,176.59 4,777.44 4,683.41 4,987.89 4,947.44 4,900.88 4,880.23 4,886.94 0.14% -1.22% 2.29%

S&P 500 1,848.36 2,080.35 2,021.25 2,110.74 2,086.24 2,067.89 2,059.69 2,066.96 0.35% -0.92% -0.64%

KOSPI (한) 2,011.34 1,915.59 1,949.26 1,985.80 2,041.03 2,028.45 2,029.07 2,045.42 0.81% 0.22% 6.78%

NIKKEI (일) 16,291.31 17,450.77 17,674.39 18,797.94 19,206.99 19,034.84 19,312.79 19,435.08 0.63% 1.19% 11.37%

FTSE100 (영) 6,749.09 6,547.00 6,810.60 6,949.73 6,891.43 6,773.04 6,809.50 6,833.46 0.35% -0.84% 4.38%

DAX (독) 9,552.16 9,805.55 10,737.87 11,327.19 12,086.01 11,966.17 12,001.38 11,967.39 -0.28% -0.70% 22.39%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 4.2 4.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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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OTE (3년) 0.78 1.1 0.77 1.01 0.93 0.89 0.86 0.87 0.01 -0.06 -0.23

T/NOTE (10년) 2.99 2.20 1.77 2.03 1.96 1.94 1.87 1.92 0.05 -0.04 -0.28

T/NOTE (30년) 3.90 2.76 2.33 2.63 2.55 2.54 2.47 2.53 0.06 -0.02 -0.23

LIBOR (Dollar,3월) 0.25 0.26 0.25 0.26 0.28 0.27 0.27 0.27 0.00 -0.01 0.01

[환율]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 4.2 4.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93.50 1,098.40 1,109.50 1,102.40 1,095.50 1,092.70 -0.26% -1.51% 0.16%

Y / US$ 105.30 119.55 117.80 119.17 120.08 119.80 119.53 119.66 0.11% -0.35% 0.09%

US$ / EUR 1.3736 1.2128 1.1338 1.1214 1.0780 1.0771 1.0780 1.0880 0.93% 0.93% -10.29%

CNY / US$ 6.0628 6.2184 6.2507 6.2696 6.2026 6.1965 6.1979 6.1960 -0.03% -0.11% -0.36%

[유가]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 4.2 4.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44.53 48.17 48.68 47.60 50.09 49.14 -1.90% 0.94% -9.20%

Dubai ($/배럴) 107.88 53.62 44.63 58.42 53.95 53.84 52.83 54.63 3.41% 1.26% 1.88%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4.3 금)

DOW(0.37% 상승) KOSPI(0.81% 상승) 달러 환율(0.26%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