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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TTC) 미-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 3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What’s News]
  - (철강) 미국, EU와 공조를 통한 대중 철강 관세 부과 추진   
  - (FTA)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미FTA 원산지 개정 조사 종료
  - (친환경) 바이든 정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정책 발표
  - (반도체) TSMC, 애리조나에 두 번째 공장 건설 예정  
  - (공급망) 인도네시아, OPEC 형태의 니켈 생산국 협의체 구성 고려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가.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개요

□ 제3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워싱턴 D.C.에서 개최(12.5)

◦ 미국과 EU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9월 29일 무역·기술위원회 출범

◦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주축으로 EU의 IRA 내 전기차 보조금 

조항 관련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TTC 개최에 현지 관심 집중

- △ 미국 측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으며, △ EU 측은 마그레테 베스타거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

1. 미-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 3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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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양자 간 기술·산업 분야 협력 강화

◦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

- 투명한 반도체 수요·공급 정보 교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으며, 보조금 경쟁 완화에 동의

◦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MCS) 기준 및 ’23년 양국 정부 주도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사업과 전력망 통합 기술(VGI) 공동 제안 논의  

◦ 인공지능·퀀텀·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교류 확대

- 무역 신뢰성 증대, 위기관리 능력 강화, 무역장벽 완화, 시장 경쟁성 

강화, 인권 보호 등의 주제를 담은 AI 시범 프로젝트 공동 착수 

- 퀀텀 기술 교류 장벽 완화를 위해 관련 지재권과 수출통제 논의

- 디지털 신원, 양자내성암호(PQE), 사물인터넷(IoT),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준 및 보안을 강화

◦ 탄소 감축 노력 지속

- (1) 단계적인 탄소 감축 정책 도입, (2) 환경 기술 개발 박차를 위해 

탄소제로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배치 촉진 

□ 우려국에 대한 공동 대응 확대

◦ 중국의 비시장 경제 정책 및 관행 해결 필요성에 동의

- (1) 공동 수출통제 협의 강화, (2) 신흥 기술 공동 보호 방안 구상, (3)　

투자 모니터링 도입 논의, (4) 중국 보조금 지원 산업 견제, (5) 강제 

노동 근절 등을 논의

◦ 온라인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수호 노력

- (1) 온라인 내 인권 옹호자에 대한 위협·감시를 차단하는 노력 강화,

(2) 정부 주도의 인터넷 셧다운에 대해 우려 표명, (3) 각국의 인터넷 

셧 다운 동향 보고서 작성을 통해 외교적 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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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ITCS)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해 미국 국제 개발센터(USIDFC)와 

유럽투자은행(EIB) 주관으로 자메이카와 케냐에 기술 및 관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로 협의

다. 현지 반응

□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진전 

◦ EU집행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을 채택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용기(Political Courage)’

를 보여줄 것”을 촉구

- 미국은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EU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 TF’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 차번 TF 아젠다로 TTC에서 논의된 IRA 사항을 협의하기로 발언

◦ 현지 언론은 공동 기자회견 내용 중 미국 국무장관 EU 부집행위원장이 

IRA 관련 양자 갈등 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에 주목

- 이에 따라,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큰 재무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현지 관심 증대

□ 미·EU 중심의 대중견제 심화 가능성에 주목

◦ 민감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 약화

- 일부 언론은 양자 협력이 강화될수록 우려국이 기술 분야에서 

고립될 것으로 예상

- 항공, 의료장비,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산업을 비롯, 향후 중국 정부가 

지정한 10대 집중 지원 분야*로 견제가 확대될 가능성 언급

* 의료 장비, 정보기술, 로보틱스, 자동화기계, 항공기부품, 신재생에너지 운송수단,

전력 생산 및 송전 등

* 자료 : 무역대표부,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인사이드트레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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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블룸버그(12.5자), 미국-EU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추진 보도

- 중국의 고탄소 철강생산과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

◦ 바이든 정부가 착안해 제안한 동 조치는 현재 EU 측과 세부 조정 진행 중

- 미국과 EU는 ’21.10월 對 EU 232조 철강 관세 면제와 동시에,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 협력을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31/fact-sheet-the-united-states-and-eu

ropean-union-to-negotiate-worlds-first-carbon-based-sectoral-arrangement-on-steel-and-aluminum-trade)

- 양측은 관세 부과 기준 등을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합의 타결 전망

◦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실시할 수 있는 232조 조사를 

‘탄소배출․과잉생산’으로까지 확장 해석하여 조사 추진 예상

- 이를 위해 백악관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법률적 권한 확보 노력 중 

* 자료 : 블룸버그통신(12.5)

◦ TSMC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12.13)을 맞아 40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공장 건설 계획 발표 예정

- 400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對美 투자 금액이며,

TSMC의 투자 금액 중 최고액

- 3나노 반도체를 생산 가능한 2호 공장은 ’26년 완공 예정이며,

애리조나주에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 미국 정부 관계자는 2호 공장 완공 시 애리조나주 내 두 개 

TSMC 공장이 미국의 연간 수요인 60만 개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료 : 로이터(12.6)

□ (철강) 미국, EU와 공조를 통한 대중 철강 관세 부과 추진  

 □ (반도체) TSMC, 애리조나에 두 번째 공장 건설 예정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31/fact-sheet-the-united-states-and-european-union-to-negotiate-worlds-first-carbon-based-sectoral-arrangement-on-steel-and-aluminu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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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TC는 한국산 트리아세테이트* 섬유의 원산지 기준 변경 요청이 

미국의 무역과 경제에 미칠 영향 조사 종료 (12.2)

* 고급의류에 소재로 사용되는 합성 섬유

- 우리는 역외산 트리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직물 

또한 한미FTA의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 요구

- 美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원산지 규정 개정 요구를 두고 자국 

내 무역 및 경제적 영향과 국내 생산자가 피해 평가를 요청 (7.2)

- USITC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트리아세테이트 원산지 기준 

변경 요구 수용 시 미국 내 직물 생산자들이 입는 피해가 미미

하며 미국의 수출입에도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

- 일부 언론은 이번 한미FTA 원산지 기준 변경에 관한 영향 조사 

결과로 일부 섬유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산 섬유의 경쟁력 강화를 예상

* 자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도자료(7.22), (12.2)

◦ ‘25년까지 바이오 연료 생산 의무화 정책 발표
‘

- 바이든 정부는 환경국(EPA)과 향후 3년간 정유사에게 ’25년까지 

약 226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발표

- EPA는 美 온실가스의 25%가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

하며 이번 의무화 정책으로 미국 내 활발한 탄소 감축 전망

- 바이오 연료 협회 관련인은 이번 정책이 미국 내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넘어 현 정부가 구상

하는 에너지 안보, 신기술 혁신 등의 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바이오 연료 사용 시 같은 양의 화석연료 사용 대비 40%
이상 탄소 절감 효과를 주장하며 이번 정책으로 EPA의 권한 강

화와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

* 자료 : 로이터 (12.2)

□ (친환경) 바이든 정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정책 발표

□ (FTA)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미FTA 원산지 개정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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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인도네시아 주도의 니켈 생산국 간 협의체 추진 가능성 보도
‘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핵심 광물 중 하나인 니켈의 

38%를 생산 중인 가운데 OPEC과 비슷한 형태의 니켈 생산국 간 

협의체를 통해 시장 가격 조정을 염두 중

* 러시아(11%), 호주(6..6%), 캐나다(6.8%), 등 국가들도 니켈 채굴 국가에 포함

- CNN은 니켈 생산은 민간 기업의 채굴량이 국영 기업에 비해 

압도적이므로 OPEC과 다르게 국영 기업을 통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한 분석가는 니켈 생산국 간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시장 

가격 담합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국제 정세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자료 : CNN(12.5)

□ (공급망) 인도네시아, OPEC 형태의 니켈 생산국 협의체 구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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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Warnock, Walker Await Results of Georgia Runoff Voting

(조지아주 중간선거 전망)

https://www.wsj.com/livecoverage/georgia-runoff-election-2022-results-warnock-wa
lker

The Washington Post

Justice Dept. subpoenas Ariz., Mich., Wis. officials for Trump communications

(법무부, 트럼프 조사를 위해 소환조사 실시)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12/06/jack-smith-trump-communicatio
ns-subpoenas/

New York Times

House Jan. 6 Committee to Issue Criminal Referrals, Chairman Says

(1월 6일 하원, 국회의사당 공격사건 조사 관련자 회부 계획)
https://www.nytimes.com/2022/12/06/us/politics/jan-6-committee-doj-criminal-referra
ls.html

CNN

House January 6 committee has decided to make criminal referrals, chairman

says

(1월 6일 하원, 국회의사당 공격사건 조사 관련자 회부 계획)
https://www.cnn.com/2022/12/06/politics/january-6-committee-criminal-referrals/inde
x.html

USA Today

Georgia 2022 Senate runoff live updates: Nearly 2 million have already

voted

(조지아 상원 결선 업데이트)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2/12/06/georgia-senate-ru
noff-live-updates-warnock-walker/10839609002/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12.06(화) 10월 무역적자 (Trade Deficit)

12.07(수) 3분기 노동 생산성 (Productivity, SAAR Revision)
12.08(목) 주간실업수당청구 (Initial Jobless Claims)
12.09(금) 11월 생산자물가지수최종수요 (Producer Price Index Fi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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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시행규정마련동향및주요내용(US22-46)

필수에너지‧희토류안보및온쇼어링법안및주요내용(US22-45)

미국3분기수출입실적분석및현지전망(US22-44)

미국양당중간선거공약주요내용및선거결과전망(US22-43)

미국 3분기GDP 성장률발표에따른경제전망(US22-42)

미국바이오방어전략주요내용및시사점(US22-41)

미국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경과및우리수출영향분석(US22-40)

미국산업안보국(BIS) 대중반도체수출통제주요내용및현지반응(US22-39)

바이아메리카정책후퇴로본 IRA 전기차전망(US22-37)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前상무부수출통제담당차관보케빈울프(12월 12일 업로드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