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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1.20.(금) 제23-08호

◈ [Focus] 미국 철강기업, 한국 포함 8개국 강판제품 반덤핑 제소

◈ [What’s News]

  ․ (경제전망) 미 경제전문가, 미 GDP 2ㆍ3분기 하락 전망

  ․ (부채상한) 정부부채 법정 상한선 도달에 따른 현지 반응 및 전망

  ․ (대중관세) USTR, 301조 대중관세 검토 의견 접수 마감

  ․ (무역통상) 미국․EU․중국, 다보스서 세계 무역에 대한 비전 공유

  ․ (USMCA) 미 낙농업계, 캐나다 대상 분쟁 조정 패널 설치 요청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반덤핑) 미국 철강기업, 한국 포함 8개국 강판제품 반덤핑 제소

□ (개요) 미국 철강기업과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등 8개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제소 (1.18)

◦ 제소 측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석도강판에 13.46~294.27%의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

* 우리 수출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22.11월까지)로 미국 수입시장 7.8% 차지

◦ 상무부는 제소 접수 후 20일 이내(2.7) 조사 진행 여부 결정 예정  

□ 상세 내용

◦ 미국 철강 제조기업 Cliffs Inc와 전미철강노조(USW)가 공동으로

상무부에 제출한 반덤핑 조사 청원서에 따르면,

-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 네덜란드, 대만, 터키, 영국 등 8개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석도강판(Tin Mill Products) 제품이 미국에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산의 경우, 부당 보조금 수혜 혐의로 상계관세 조사 동시 요청

mailto:seogil.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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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에 다음과 같은 반덤핑 관세율 부과 요청

< 수입산 석도강판 대상 부과 희망 반덤핑 관세율 >

국 가 반덤핑 관세율 비 고

한국 13.46~110.84% ※청원서에 명시된 우리 기업 :
KG Dongbu Steel Co Ltd., TCC Steel

캐나다 78.29%
중국 130.88%
독일 43.64%

네덜란드 124.17~294.27%
대만 추후 공지
터키 추후 공지
영국 추후 공지

[자료] ST&R, www.USKoreaTrade.com

◦ 이번 제소된 제품은 주석, 크롬 또는 산화크롬으로 코팅되거나 

도금된 주석 압연기 평판 압연 제품(tin mill flat-rolled products)으로,

- 두께, 너비, 형태(코일 또는 컷 시트), 코팅 유형(전해 또는 기타), 모서리(트림,

트림되지 않은 또는 스크롤 절단과 같은 추가 가공), 코팅 두께, 표면 마감,

템퍼링이나 코팅 금속(주석, 크롬, 산화크롬) 및 환원(단일환원 또는 이중

환원) 및 플라스틱 재료의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

- HS코드 기준으로 7210.11.0000, 7210.12.0000, 7210.50.0000, 7212.50.0020,

7212.50.0090, 7212.10.0000, 7212.50.0000, 7225.99.0090, 7226.99.0180

◦ 제소 기업 Cliff Inc.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북미 최대 평판 압연

철강 생산업체로서 연간 30만 톤 규모의 석도강판을 생산

- 석도강판은 주로 식품 용기(주스, 커피, 스포츠 및 탄산음료 등)와

페인트관 등의 금속용기 또는 병마개의 재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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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동향

◦ 미국의 석도강판 수입은 ’22년 11월까지 총 19억 8천만 달러 기록

- 전년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11억 5천만 달러) 대비 72.0% 급증

◦ 같은 기간 한국산 석도강판 수입은 약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1억 달러)에 비해 53.7% 증가

-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 시장의 7.8%를 차지해 상위 7대 수출국* 위치

* 네덜란드(점유율 23.5%), 독일(22.2%), 캐나다(14.5%), 영국(9.1%), 중국(8.6%) 등 순

< 미국의 국별 석도강판 수입 현황 > (단위 : 천 달러)

[자료] USITC Dataweb

□ 향후 일정

⒧ 상무부, 제소장 접수 후 20일 이내 조사 진행 여부 결정(2.7 예정)

⑵ ITC, 제소장 접수 후 45일 이내 산업 피해 예비판정(3.6일 예정)

⑶ 상무부, 조사개시 후 140일 이내 예비판정 ⇒ 215일 이내 최종판정

⑷ ITC,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 산업 피해 최종 판정

⑸ 상무부, ITC 최종 판정 후 7일 이내 관세 집행 명령

* 자료 : ST&R, 국제무역위원회(ITC), Business Wire, 상무부 ITA, USITC

Dataweb, www.USKoreaTrade.com 등

국가 2019 2020 2021 2021(1~11월) 2022(1~11월) 전년 대비

전체 1,190,492 1,156,476 1,302,394 1,151,817 1,981,156 72.0%

네덜란드 242,000 207,719 264,618 237,902 466,338 96.0%

독일 207,383 209,483 262,289 247,697 440,048 77.7%

캐나다 247,698 282,994 231,495 213,057 286,953 34.7%

영국 99,095 99,259 126,866 111,470 181,063 62.4%

중국 96,081 74,434 94,251 63,999 169,778 165.3%

한국 111,907 100,161 109,455 100,083 153,802 53.7%

기타 186,325 182,423 213,417 177,606 283,170 59.4%

http://www.USKoreaTra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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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경제전망) 미 경제전문가, 미 GDP 2ᆞ3분기 하락 전망

◦ (개요) 블룸버그가 73명의 경제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13~18)에 

따르면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올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미국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경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美 GDP·소비자 지출 전망>

[자료: Bloomberg]

◦ (전망) GDP 하락,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금리인상 등 부정적 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고용 시장의 탄력성이 변수로 고려

- (GDP) GDP는 2~3분기에 0.6%,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인은 (1) 소비자 지출 정체, (2) 기업 투자 감소, (3) 산업 생산 약화

- (실업률) 현재 3.5%인 실업률은 연말까지 5%를 기록할 전망으로,

주요인은 지속된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의 채용·투자 계획 축소

-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지속으로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은 ’24년 중반까지 2.5% 증가될 전망

- (금리) ’22년보다 낮아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연준은 연말까지 

4.75~5% 포인트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할 전망

* 자료 : 블룸버그(1.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20/us-economy-seen-shrinking-in-next-two-quarters-survey-shows?srnd=economics-v2&sref=MbgrcJ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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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상한) 정부부채 법정 상한선 도달에 따른 현지 반응 및 전망

◦ (개요) 미국 정부부채는 1.19일부로 법정 상한선(31.4조 달러)에 도달

- 재무부의 특별 회계 조치로 6월까지 부채한도 인상 합의 기한 연장

◦ (반응) 공화당 하원의 예산·적자 감축 조건을 두고 양당 간 대립 심화

- (민주당) 공화당 하원의 제1호 법안*이 10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화당의 적자 감축을 

위한 부채상한 반대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

* IRA에 포함된 국세청(IRS) 증액 예산 800억 달러 중 약 716억 달러 삭감 추진

-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23년 1분기 내로 지급 우선순위

(Payment Prioritization) 법안 발의를 통해 주요 채권자에게 우선 상환

하며 협상을 강행할 의지 피력

◦ (전망) 정계와 월가 모두 채무불이행 우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미국이 절대 채무를 불이행해서는

안 되며… 금융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

- (언론) 美 의회가 대부분의 부채한도 인상을 한계 지점까지 미뤄서 

처리해온 만큼, 부채 문제는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

- 폴리티코는 매카시 하원의장이 당선 공약으로 제시한 부채한도 인상

조건의 성사 여부를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로 지목

* ’24년 예산의 1,300억 달러감축또는부채해결을위한광범위한재정개혁계획논의

- (디폴트) The Hill은 디폴트에 따른 美 경제 악재를 (1) 리세션 위험 증가,

(2) 국제 금융 위기, (3) 연방 혜택 수급 제한, (4) 금리인상, (5) 공공 

신뢰 하락 등 다섯 가지로 전망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1.19), 폴리티코(1.17), 뉴욕타임스(1.19), 더 힐(1.18) 등

https://www.wsj.com/articles/treasury-to-begin-extraordinary-measures-to-pay-bills-amid-debt-ceiling-debate-11674091179?mod=hp_lead_pos1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1/biden-house-republicans-debt-ceiling-00078166
https://www.nytimes.com/2023/01/19/us/politics/debt-limit-economy.html
https://thehill.com/policy/finance/3817086-five-ways-a-debt-limit-crisis-could-derail-the-u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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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관세) USTR, 301조 대중관세 검토 의견 접수 마감

◦ (개요) 미 무역대표부 대중관세 검토 의견 접수 마감(‘22.10.8~’23. 1.17)

- USTR은 301조에 따라 부과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연장과 관련해  

포괄적 법적 검토를 진행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약 1,500여개 의견 접수

◦ (내용) 대중관세 조치의 효과, 이에 따른 미국 경제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

기타추가 조치 방안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 미국 기반 최대 철강 생산업체 Nucor Corporation은 관세를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경제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와 시장 왜곡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관세 강화 및 확대 의견 개진

- 뉴욕 북부 식기류 제조업체 Sherrill Manufacturing은 관세가 발효된 

이후 인력이 92% 증가했으며 임금은 40% 증가했다며 긍정적인 의견

- 미국 제조연맹, 소비자기술협회는 "301조 관세 포기나 완화는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레버리지 차원에서 유지 요청

- 한편, 중국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대중관세가 법적·사실적 근거가 미비

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립, 행정집행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

- 자전거 제조업체인 Kink, Inc.는 자전거 관세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미소기준(De minimis)을 지적, 최소한도를 $80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

◦ (기타) 현재 352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예외조치는 ‘22년 3월부터 적용,

이는 지난 12월의 예외조치 연장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중

- 81개 의료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2023년 2월까지 예외 예정

* 자료 : USTR (1.18), 인사이드트레이드(1.18)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2-0014
https://insidetrade.com/daily-news/scores-stakeholders-weigh-section-301-tariffs-part-ustr-s-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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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통상) 미국․EU․중국, 다보스서 세계 무역에 대한 비전 공유

◦ (개요) 미국‧EU‧중국 등 ‘3대 무역 강국’은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무역에 대한 비전과 자유무역에 대한 각국의 의견 표명(1.19)

- 자유무역이 더 이상 전쟁, 전염병 등 세계 현안 대응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며 지난 30년간 유지했던 무역 체제의 변혁을 요구

◦ (세부 내용) 미국‧EU‧중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 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정책에 대한 각각의 비전 제시

- (미국)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보다 “노동자 

중심(worker-centric)”으로 무역에 접근 중이며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해소에 주안점을 둘 것을 시사

- (EU)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코로나19와 러‧우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EU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과 “전략적 자치(strategic autonomy)”를 강조

- (중국)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작년 말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세계 

무대에 돌아올 준비를 마쳤으며 중국은 계획 경제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면적인 개방(all-round up opening up)”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

◦ (반응) 타이 대표는 “30년간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추구하던 

세계 무역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상생 추구가 필수라고 강조

- 또한 기존의 세계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미국의 무역 전략은 공정성, 노동권 강화, 상품, 무역 파트너 간

신뢰 구축을 통해 공동의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고 시사

* 자료 : 로이터(1.19), 월스트리트저널(1.18), InsideTrade(1.19), 기타언론

https://www.reuters.com/markets/davos-2023-global-trade-rethink-race-big-pockets-2023-01-19/
https://www.wsj.com/livecoverage/davos2023/card/u-s-trade-chief-says-globalization-is-running-into-limitations-tBbMH6HDNtAnJ6He30Yu#:~:text=U.S.%20Trade%20Representative%20Katherine%20Tai%20said%20Wednesday%20that%20the%20world,limitations%E2%80%9D%20by%20
https://insidetrade.com/daily-news/tai-davos-represents-type-globalization-us-wants-move-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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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A) 미 낙농업계, 캐나다 대상 분쟁 조정 패널 설치 요청  

◦ 미 낙농업계, 미 정부에 캐나다 대상 분쟁 조정 패널 설치를 탄원

- 미 낙농업계는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 관리시스템이 미국 업체들의

캐나다로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막는다고 지속 주장

- 동 탄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낙농업제품 관련 미-캐나다 간의

두 번째 분쟁 조정 패널이 설치될 예정

- 첫 번째 패널은 ’21년 5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어 동년 12월

캐나다가 USMCA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였음

◦ 미국은 ’22년 말 캐나다에 낙농업 관련 세 번째 양자 협의를 신청(’22.12.20)

- 첫 번째 패널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14개 유형의 유가공 제품별

TRQ 운용 계획을 발표(’22.5월)하였으나, 미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

미달하여 미국은 두 번째 양자 협의를 신청(’22.5.25)

- 미 무역대표부는 상기 협의 요청에 대한 분쟁 조정 패널 설치보다는

더 많은 안건을 포괄하는 세 번째 양자 협의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

- 특히 이번에는 캐나다의 시장점유율 기반의 TRQ 분배방식이

오히려 TRQ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제기

◦ 미 무역대표부는 분쟁 패널 설치 시기 관련 직접적인 언급 회피

- 패널은 양자 협의 신청 30일 경과 후 설치가 가능하나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향후 절차에 대해 조율 중인 상황

- 미 원유생산자연맹(NMPF)은 미 무역대표부가 자신들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

* 자료 : 폴리티코(’22.5.25 / ’22.12.20 / ’23.1.18) 등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2/05/ustr-requests-new-talks-with-canada-in-dairy-dispute-00035130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2/12/ustr-expands-case-against-canadian-dairy-policies-00074798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1/u-s-dairy-groups-expect-new-case-against-canada-dairy-barriers-0007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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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동향

※ 미 118대 의회 첫 번째 회기의 종료로(1.3∼1.17) 차주에 제공됩니다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Federal Reserve Probes Goldman Consumer Business
(미 연준, 골드만삭스 소매 금융 부분 조사 착수)

연준은 골드만삭스의 소매 금융 부문인 ‘마커스’의 규모에 걸맞는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

The Washington Post

Tank dispute splits Ukraine’s allies as Zelensky seeks more firepower
(전차 지원 여부 관련 우크라이나 지원국간 의견 대립)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전차의 직간접적 지원을 거절한 가운데,
어떤 서방국가가 젤렌스키가 원하는 주력전차를 지원할 것인가

New York Times

As Tech Companies Lay Off Workers En Mass, a Generational Divide Appears
(빅테크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느껴지는 세대차)

닷컴버블의 붕괴를 겪었던 베이비부머와 X세대와는 달리, 빅테크 기업과의
장밋빛 미래만 꿈꾸던 MZ에게는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온 이번 정리해고

CNN

Falling to raise debt limit could result in US missing Social
Security payments, Yellen tells CNN’s Amanpour

(부채한도 미증액시 사회보장연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부채한도 미증액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급채무
불이행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

USA Today

Google to lay off 12,000 employees, the latest tech giant to cut thounsands of jobs
(구글 1.2만명 정리해고 예정, 다른 빅테크 기업 행보에 동참)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이날 구글 직원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로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힘

* 미국 동부시간 1월 20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https://www.wsj.com/articles/federal-reserve-probes-goldman-consumer-business-11674232252?mod=hp_lead_pos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3/01/20/austin-ramstein-ukraine-tanks/
https://www.nytimes.com/2023/01/20/technology/tech-layoffs-millennials-gen-x.html
https://www.cnn.com/2023/01/20/politics/yellen-amanpour-debt-limit-cnntv/index.html
https://www.cnn.com/2023/01/20/politics/yellen-amanpour-debt-limit-cnntv/index.html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23/01/20/google-layoffs-jobs-employees-cut/110884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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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US22-46)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US22-45)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US22-40)

미국 산업안보국(BIS)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US22-39)

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US22-37)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US22-기획5)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