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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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예산안 통과] 미 연방 2016 회계연도 잠정예산안 통과: 9.30일 미 의회는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예산 지원에 대한 입장차로 본예산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

산안 논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예산안 의결  (’15.12.11 만료)



◇ 9.30일 미 의회는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예산 지원에 대한 입장차로 본예산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 하였으며,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논의 기간을 확보하기위해

잠정예산안 의결 (’15.12.11 만료)

* 상원(9.30) 찬성: 78 반대: 20 기권: 2 * 하원(9.30) 찬성: 277 반대: 151 기권: 7

미 연방 2016 회계연도 잠정예산안 통과 (9.30)

1. 연방정부 예산안 

□ (예산안) 미 연방헌법 제1조9항에 따라, 정부 예산(appropriations bills)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 10월 1일 전까지 12개 세출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나, 9.30일까지 상·하원 본회의에서 예산 법안은 처리하지 못함

* 회계연도: 올해 10월1일~내년9월30일

□ (잠정예산안) 전년 수준의 예산을 기준으로 국내외 긴급 대책안*들을

추가시킨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채택하여 임시로

12.11일까지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9.30일)

* 주요 추가 내용: ① 서부 화재 대처 긴급 구호 자금 (7억 달러)

② 연방항공청(FAA)시효 만료 기간 6개월 연장

ㅇ 지난 38년간(회계연도 1977~2015) 예산안을 법정기일내 통과한 해는

’77,’89,’95,’97년, 총 4회에 불과하며, 정부폐쇄(shut down)를 막기

위하여 잠정예산안 제도 운영

** 최근 8년간 잠정예산안 처리 현황

́08년 4회, ́09년 2회, ‘10년 2회, ́11년 8회, ́12년 4회, ́13년 2회, ́14년 2회, ’15년 3회



2. 쟁점 및 논의동향

□ (쟁점) 연간 약 5억 달러를 지원 받고 있던 비영리단체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가 낙태한 태아의 장기를 불법 매매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보수 공화당 의원들과 계속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과의 대립이 심화

* 지난 9.25일 하원의장 존 베이너 10월말 사퇴 발표가 공화당의 셧다운 전략을

누그러뜨리고 양당 간에 잠정예산안 합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

□ (상원) 9.30 오전 10:00 가족계획연맹 예산지원이 포함된 잠정예산안 통과

* 상원투표결과 찬성: 78 반대: 20 기권: 2

ㅇ (하원) 9.30 오후 5:00 동 잠정예산안에 대한 투표 통과

* 하원투표결과 찬성: 277 반대: 151 기권: 7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계 민주당 공화당 계

찬성 44 32 2 78 186 91 277
반대 - 20 - 20 - 151 151
기권 - 2 - 2 2 5 7
계 44 54 2 100 188 247 435

□ (전망) 12.11일까지 예산안 처리 기한을 확보하였으나, 대선정국에 들어선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공방이 격화되어 신속한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공화당) 하원 내 강경파는 하원의장 존베이너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여 사퇴 유도(9.25)

* Donald Trump, Ben Carson, Carly Fiorina 등 주요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가족계획협회 예산 지원 중단을 촉구

ㅇ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의원들은 가족계획협회 예산 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veto)행사 의도를 표명

/끝/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939-5649, excelpch@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