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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국방수권법)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하원 통과 (12.8)
◈ [What’s News]
  - (철강) 미국, EU를 상대로 ≪청정 철강 클럽≫ 구상 제안
  - (철강) 노르웨이, 미국과의 232조 관세 분쟁에서 WTO 승소
  - (IRA) EU, IRA 태스크포스에서 일부 문제 해결 가능 시사
  - (IPEF) 미국 주요 부처, 제1차 IPEF 협상 참여국에 제안서 배표
  - (친환경) 바이든 정부, 캘리포니아 해양 풍력 발전 경매 결과 발표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23 FY NDAA) 합의안 공개

○ 117대 하원, ’레임덕 세션‘ 주요 의제였던 ’23 FY NDAA 합의(12.9)

- 내년 1.3 118대 의회 출범까지 유지하는 ‘레임덕 세션’ 회기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23 FY NDAA* 합의안 하원 통과 (12.8)
*매년 의회는법안을통해다음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과 군의 우선순위를설정

- 의회는 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조항과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개혁안을 두고 협상 중이었으나 민주당이 

백신 접종 의무조항 폐기를 결정함으로 합의에 도달

○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에 비해 높게 책정

- ’23 FY NDAA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제안했던 8,130
억 달러 보다 450억 달러가 추가된 8,580억 달러 책정 

- 8,580억 달러 중 8,470억 달러는 국방부와 에너지부 예산에 배정

되며 나머지 110억 달러는 법안 이외 국방 지출에 배정될 예정

[국방수권법] ‘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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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계연도 NDAA 제안과 최종 협의안 비교>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조달액 증가

[출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안보 관련 추가 지출 예상 및 물가상승으로 합의안 예산 인상 결정

-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증가한 안보 위협과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 높은 예산을 승인

- 또한 합의안의 증액 원인 중 하나는 물가상승으로 방위산업 

및 군사용 물품 조달 비용의 인상에 따른 것

□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세부 내용

◦ 대중 견제, 대만 지원 등을 통한 아‧태 지역 영향력 강화

- ’23 FY NDAA 합의문은 연방정부 관련 기관의 중국산 반도체 및 

통신장비 부품 구매 금지령으로 탈 중국산 장비 의지 재확인

- 최종 합의문은 지난 9월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의장과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산 반도체 즉시 제한 규정에서 완화된 5년 유예 기간 도입

-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에 따라 ‘27년까지 대만에 약 

100억 달러의 무기 구매 대출 지원

- ‘태평양 억지력 이니셔티브’(PDI)의 연장을 위한 115억 달러와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에 10억 달러 추가 승인 

◦ 자국 내 R&D 확대와 국제적 공급망 마비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 ‘23 FY NDAA는 미국 내 공급망 병목 해결과 제조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산업 동원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국방부와 방위산업

체 공동으로 인력 개발과 역량 확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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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은 내년 3.31까지 국방부 장관 주도 아래 ‘우주개발청’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시스템 권고안 검토와 자국 내 우주 발사체 개발 

활성화를 위한 로봇공학에 1,500만 달러 투자 승인

- NDAA의 3257 조항은 상무부 차관에게 연방 해양 위원회 및 

기타 기관장과 협력하여 국제 무역과 관련된 보조금, 국가 지원,

또는 개인이 운용하는 자금 조달 평가 권한을 부여

◦ 韓‧美 상호방위조약 역량 강화로 역내 확장억지력 제공

- ‘23 FY NDAA 합의안은 현재 주한미군 병력 숫자 유지로 “역내 

미군 주둔 원칙”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목표 재확인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운용 예산으로 요구했던 6,775만 

달러 전액을 반영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 승인

- 역내 핵 억제 전략 강화를 위해 법령 시행 이후 270일 내 핵 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 배치에 따른 보고서 제출 요구

□ 미국 내 ’23 회계연도 NDAA 수정안 반응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실질적인 지출계획” 필요성 주장(12.7)

- CSIS는 ‘23 회계연도 NDAA가 “미래 추세와 전략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좀 더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주장

- 국무부 안보지원 프로그램, 국토안보부와 해양경비대에 대한 지

원을 누락 했다고 지적하며 합의안이 실제 예산의 64%밖에 책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

- 또한 CSIS는 합의안에 내포된 조항들이 세부적인 예산 운용 

계획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인 문제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층적인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

◦ 관련 언론 동향

- 안보 전문 언론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합의안에 포함된 

대만 군수 구매를 위한 100억 달러 보조금과 인도·태평양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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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이 美‧中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상

- 폴리티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증가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중 견제 강화 필요성으로 ‘23 FY NDAA 합의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분석

- 또한 미국 기업의 반대로 지난 9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중국산 

반도체 즉시 제한 규정보다 완화된 5년 유예 기간을 통한 점진

적 탈 중국산 반도체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 

※자료 : CSIS(12.7), 더 힐(12.8), 폴리티코 (12.7), 상원 군사위원회 요약문

(12.7) 및 기타 언론,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What’s News

◦ 바이든 정부가 지난 7일(수) EU 측에 청정 철강생산 증진을 위한 국제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즈(12.7자) 보도

◦ 美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동 기구를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으로 명명

-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 탄소배출 수준 충족, ⑵ 과잉생산 자제 및 

⑶ 국영기업 보조금 제한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며,

- 중국 등 고탄소 배출 비회원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등 제재에 협력

◦ 미국 내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지렛대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석으로 언론 분석

- 다만, 이번 바이든 정부 제안에 대한 EU 정부 및 국내 외 철강 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 

* 자료 : 뉴욕타임즈(12.7)

□ (철강) 미국, EU를 상대로 ≪청정 철강 클럽≫ 구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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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외무부는 미국의 232조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WTO 패널 보고서가 공개될 것을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양을 이유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유지 중

- 다른 국가*가 WTO에 제소한 232조 관세 관련 분쟁도 제소국에 

유리하게 판결될 가능성에 현지 관심 집중

* 터키, 인도, 러시아, 중국, 스위스

- 블룸버그는 미국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WTO 항소기구에 항소하며

최종 판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동 판결이 미국 금속 생산

업체에 미칠 단기 영향은 적다고 분석

* 자료 : 블룸버그, 인사이드트레이드(12.9)

◦ EU 집행부위원장은 IRA 친환경 자동차 관련 우려 사항이 이르면 차주

발표되는 미국-EU IRA TF 결과에서 일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EU의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12.8 美-EU 무역기술

위원회(TTC) 회의 결과 발표에서 EU의 우려 해결을 위해 조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IRA 세액 공제 관련 세부시행규정을 발표할 예정

- TTC 회의에 참여한 베스타거 부위원장은 IRA의 부정적인 영향이 현재 

유럽 에너지 가격 급등난 속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IRA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

- 아울러, 유럽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기술 지원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 강조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12.8)

□ (IRA) EU, IRA 태스크포스에서 일부 문제 해결 가능 시사

□ (철강) 노르웨이, 미국과의 232조 관세 WTO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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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IPEF 공식협상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12.10~15)

- 현지 언론은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IPEF 참여국에 제안서를 배포한 것으로 보도 

- (무역대표부) 무역 원활화, 농업*, 국내 서비스 규제 및 모범적인 

규제 관행을 제안서에 첨부한 것으로 언급했으며,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등에 대한 신규 표준 제안은 이번 제안서에 미포함

* 지속 가능성, 수입 허가,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 (상무부) 공급망, 반부패 및 세금 원칙과 청정에너지 원칙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할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발표

* 자료 : 폴리티코, 인사이드트레이드(12.9)

◦ 내무부, 캘리포니아 해양풍력발전 임대 계약 경매 결과 발표

- 내무부와 해양 에너지 관리국은 캘리포니아 해양 풍력 발전 임대 

계약 경매가 총 7억 5,170만 달러의 입찰을 모았다고 발표 (12.7)

- 이번 경매는 입찰 기업의 ‘지역사회복지협약’(CBA) 가입을 위한 5%

크레딧을 부과하며 △계약자와 지역사회관의 이해관계 개선, △임대 

지역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적 영향 평가 공유 등에 쓰일 예정

- 또한 내무부는 이번 입찰액의 20%가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 공급망 개발, 금전적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

- 정부는 이번 경매가 2030년까지 미국 내 에너지 서비스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총 해상 풍력 발전량을 30기가와트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 나타낸다고 분석

출처 : 내무부 보도자료(12.7)

□ [친환경] 바이든 정부, 재생에너지 투자권 경매 결과 발표 

 □ (IPEF) 미국 주요 부처, 제1차 IPEF 협상 참여국에 제안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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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Oil Market Takes Russian Price Cap in Stride

(러시아 원유 상한 조치에 현재 원유시장 충격은 미미한 수준)

https://www.wsj.com/articles/oil-market-takes-russian-price-cap-in-stride-1167059
9278?mod=hp_lead_pos7

The Washington Post

How political will often favors a coal billionaire and his dirty fossil fuel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 석탄 억만장자를 만들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12/09/india-coal-gautam-adani-godda/

New York Times

Inside the Prisoner Swap That Freed Brittney Griner

(미국-러시아 포로 교환, 그 내면의 이야기)

https://www.nytimes.com/2022/12/09/us/politics/brittney-griner-prisoner-swap.html

CNN

Putin floats possibility that Russia may abandon doctrine of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다시 핵 카드를 검토하는 푸틴)
https://www.cnn.com/europe/live-news/russia-ukraine-war-news-12-09-22/h_ce14f
3aff97a13309a81a0139c4270a6

USA Today

'A shot across the Democratic leadership bow': Kyrsten Sinema shakes

up Senate, switches to independent

(애리조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당적 포기 후폭풍은?)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2/12/09/senator-kyrsten-si
nema-independent-senate-impact/10864561002/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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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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