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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중간선거) 잔여 의회 회기(레임덕 세션)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법안 전망
◈ [What’s News]
  - (미중관계) G20 회의서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개최 
  - (무역규제) 美 재무부, 러시아 군산복합체 등 제재 발표
  - (우크라이나) 미국-우크라이나, 무역을 통한 전후 재건 협의
  - (수출입) 10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부진 지속
  - (TPA) 공화당 하원,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추진 시사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 중간선거(11.8) 결과 및 분석 (11.15 기준)

◦ 민주당의 상원 승리와 공화당의 하원 승리로 의회 지형 변화 예고

-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내년 1.3 118대 의회 출범까지 잔여기간 동안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일명 ‘레임덕 세션’ 회기 개최

- 선거전 언론은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Red Wave)로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를 예측했으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장악으로 결말

-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0석 확보에 성공하며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으로 다수당 유지 성공

- 공화당 하원은 435석 중 215석을 차지하며 매우 근소한 차이로 과반

218석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11.15 기준)

1. [중간선거] 잔여 의회 회기(레임덕 세션) 다뤄질 주요 정책·법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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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간선거 결과>

*11.15 기준, 조지아 상원은 12.6 결선 투표 예정

[출처: FiveThirtyEight]

- 민주당은 현재 117대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지원했으나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과 

입법부 양분으로 현 정부 정책에 제동 예상

□ 117대 ‘레임덕 세션’ 동안 다뤄질 주요 정책·법안 전망

◦ 백악관, 레임덕 기간 동안 ‘4대 현안’ 처리 촉구

-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17대 의회 ‘레임덕 세션’이 다뤄야 할 네 가지 현안 발표

- △정부예산 확대 △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 ‘23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 통과 △ 여당 임명직 인사 인준

* 동성결혼 합법화는 ‘레임덕 세션’ 개최 이후 상원의 초당적 합의 도달 (11.14)

- 특히 정부예산 확대를 통해 국내 자연재해 복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백악관은 여당 성향의 대법관 인준을 통해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 복귀와 바이든 정부의 행정력 강화를 강조

◦ 민주당과 행정부, 국가 부채한도 상한 조정 강조

-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 민주당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하원 다

수당을 차지하는 내년 118대 의회 취임 전까지 美 ‘23 회계연도 

국가 부채한도를 인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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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인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채 상한 조정을 촉구

◦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및 수입 규제 관련 논의 강조

- 백악관은 117대 의회 ‘레임덕 세션’ 동안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개혁안이 포함된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통과 주문

* 개혁안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친환경 및 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를 요구

- 또한 2020년 중단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으로 개도국 대상

관세 특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언론, ‘레임덕 세션’ 기간 동안 민주당의 의제 집중 강조 

◦ 118대 의회 하원 리더십 교체에 민주당 주요 법안 통과 시급

- 더 힐(The Hill)은 내년 118대 의회 하원의장에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레임덕 세션’
동안 민주당 의제에 부합한 예산안 처리를 주요 과제로 선정

- IRA, 친환경, 복지 등 민주당의 의견과 밀접해 있는 ‘23 회계연도 

예산 증액과 국방수권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레임덕 세션‘
동안 민주당의 결집 강조 

- 또한 동성 결혼,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 개정 등 

민주당의 당론과 부합하는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블룸버그, “연방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막는 것이 최우선”

- 블룸버그는 지난해 초당적으로 합의한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가 내년 10월에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며 정부 기관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부채한도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 특히 공화당은 중간선거 공약으로 물가 상승세 완화를 위해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며 118대 의회 하원에서 다수당 승리로 

국가 부채한도 조정을 두고 여야 간 난항이 전망

* 자료 : 더 힐 (11.14), 백악관 보도자료 (10.12), 블룸버그(11.13), FiveThrityEight (11.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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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G20 개최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

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및 글로벌 이슈를 협의

- 양국 정상회담은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채 탕감을 포함한 글로벌 거시 경제 안정, 건강 안보, 세계 식

량 안보와 같은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

-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단됐던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 발표

◦ 미국, 중국 양국 정상이 보든 미-중 관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

- 미국,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갈등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고 한다"는 반면,

- 중국, "세계는 두 나라가 스스로 발전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

◦ 언론에서는 두 정상의 대화 시작을 긍정적으로 평가

- 미중비즈니스협의회(USCBC) 크레이그 앨런(Craig Allen)은 "정기적이고

긴밀한 양자 접촉은 책임 있는 경쟁 관리, 갈등 완화, 공동 관심사를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전미소매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로비스트인 조나단 골드 

대변인은 "미국인의 자유 무역(Americans for Free Trade)"을 위해

"양국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무역 갈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

* 자료 : 폴리티코(11.14), 인사이드트레이드(11.14)

□ (미중관계) G20 회의서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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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 국무부와 함께 러시아 군산복합체 및

주요 국방 공급망에 대한 제재 및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다국적 네트워크

조달 기술을 제재하는 별도 자료를 공개

* 개인 14명 및 28개 단체를 지정했으며 8대의 항공기 자산 대상

- 군산복합체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은 

국제 공약에 따라 무기를 재보급,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속

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공표

- WSJ는 이번 조치가 가족 구성원, 동료 및 촉진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재 대상 러시아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또 다른 경고 역할을 한다고 분석

* 자료 : 재무부 보도자료(11.14), 월스트릿저널(11.14)

◦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는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무역 증진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협의 실시

- 우크라이나의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미국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와 무역 증진을 주제로 개별 회담을 실시

- 미국 측은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이 지원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조성(예측 가능성, 투명성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

- 우크라이나는 ‘17년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일반 

특혜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gram)에 따른 미

국 면세 권한 일부를 상실했으며 ’20년 만료되어, 현재 미 의회에

서 갱신 논의 중

* 자료 : 폴리티코(11.11)

□ (무역규제) 美 재무부, 러시아 군산복합체 등 제재 발표

□ (우크라이나) 미국-우크라이나, 무역을 통한 전후 재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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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TUE)은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

- 직전 8월 대비 -12.4% 기록하는 등 근래 미국의 수입 감소세 뚜렷

- 중국에서 수입되는 9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22.7% 기록.

직전 8월 대비 18.3% 감소.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물량도 11.8% 감소

◦ 10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를 기록하여

직전 9월에 이어 수입량 감소 지속 중

-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은 9월 대비 5.5% 감소, 최고를 기록했던 8월에 

비해 무려 22.8% 감소

- 10월 對韓 수입량은 지난달 11.8% 감소 후 이번 달에는 5.2% 증가

< 美 컨테이너수입물동량(2019~2022) > < 9월美수입물동량증감 (전월대비) >
국가 9월 10월

중국 -18.30% -5.5%

베트남 -10.50% -2.0%

인도 10.80% -13.3%

한국 -11.80% 5.2%

태국 -14.40% 16.4%

대만 -25.50% 15.5%

홍콩 -18.10% -4.9%

일본 -8.40% 5.2%

독일 6.80% 0.1%

이탈리아 -28.10% 32.8%

[자료] Descartes Datamyne™ [자료] Descartes Datamyne™

* 자료 : Descartes Systems Group(11.8)

□ (수출입) 10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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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 유력 ⇒ 무역 정책을 다루는 세입 위원회

(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이 공화당 소속으로 교체 예정

◦ 현재 세입 위원장 후보 중 하나인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의원이 다음 회기에서 TPA를 복원하겠다는 입장 피력

- TPA 갱신을 통해 영국, 캐냐 등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향후 무역

협정 체결에서 공화당 주도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시사

* 무역촉진권한(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이 금지

됨. 신속협상권(Fast Track)으로도 불림. ’21년 7월로 TPA 효력 중지

◦ 바이든 정부는 TPA 효력을 갱신하는 대신, IPEF은 같은 의회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방식 선호

- 따라서, 민주당의 반대로 차기 의회에서 TPA 입법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중  

* 자료 : 폴리티코 프로(11.15)

□ (TPA) 공화당 하원,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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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Russia Strikes Ukrainian Cities With Missiles After Its Retreat From

Kherson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미사일 요격)
https://www.wsj.com/articles/russian-forced-to-reposition-after-kherson-retreat-116
68512160?mod=hp_lead_pos5

The Washington Post

Trump campaign operation takes shape ahead of expected 2024

announcement

(트럼프, 오늘(11월 15일) 대선 출마 발표 예정)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11/14/trump-campaign-advisers-2024/

New York Times

At G20 Summit, Xi and Biden Offer Rival Visions for Solving

Global Issues

(G20을 통해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https://www.nytimes.com/2022/11/15/world/asia/xi-biden-g20.html

CNN

McCarthy wins GOP nomination for speaker, with 31 Republicans voting

against him

(맥카시 의원, 공화당 하원의장으로 선출)
https://www.cnn.com/politics/live-news/election-results-congress-senate-house-11
-10-2022/index.html

USA Today

House Republicans select McCarthy as GOP leader, clearing path for

speakership: Live updates

(맥카시 의원, 공화당 하원의장으로 선출)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2/11/15/election-2022-congress-liv
e-updates/10698859002/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11.15(화) 美 10월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11.16(수) 美 10월 소매 판매율 (Retail Sales)

11.16(수) 美 10월 수입물가지수 (Import Price Index)

11.17(목) 美 10월 신규 주택 착공 (Housing Start) 

※ 다음주 화요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브리핑 휴재인 바,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11월 29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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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휴재안내) 11월 22일, 25일 추수감사절휴재

- (자료발간)

미국 22년 3분기GDP 성장률발표에따른경제전망(US22-42)

미국바이오방어전략주요내용및시사점(US22-41)

미국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경과및우리수출영향분석(US22-40)

미국산업안보국(BIS) 대중반도체수출통제주요내용및현지반응(US22-39)

코로나 19 이후미국제조업혁신움직임(US22-38)

바이아메리카정책후퇴로본 IRA 전기차전망(US22-37)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미국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인터뷰업로드예정(11월 10일)

매릴랜드주래리호건주지사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