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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1.24.(화) 제23-010호

◈ [Focus]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 [What’s News]

  ․ (의회) 하원, 미‧중 경쟁특별위 위원장 및 위원 선출

  ․ (USTR) 美 무역대표부, 인권강화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무역전략 수립

  ․ (기후) 50여 개국 장관 참여 기후변화 대응 연합 출범

  ․ (EU IRA) EU 철강 기업, 유럽연합(EU)에 EU형 IRA 도입 촉구

◈ [입법 동향]

  ․ (H.R.21) 하원, 전략비축유 활용 제한 관련 법안 표결 예정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물류)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1. 美 컨테이너 해운 현황 (’22.12월 현재)

□ ’22.12월 기준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

◦ 올해 12월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은 11월 대비 1.3% 감소한 

1,929,032TEU 기록. 전년 ’21.12월 물량에 비해 19.3% 하락

- 팬데믹 이전 ’19.12월 당시 수입 물량 1,904,828TEU 수준으로 회귀

<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 변화 (2019~2022) >

[자료] Descartes System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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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인도로부터 컨테이너 수입 물량 급감 (’22.10월~12월)

◦ ’22.12월 대중 수입 물량은 연중 최고를 기록했던 8월 대비 31.9% 하락

*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22.2월 41.5%에서 12월 35.4%로 감소

◦ 10월~12월 사이 한국과 인도로부터 컨테이너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과 태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은 증가

<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량, 상위 10개국 증감 비교(’22.10월~12월) >

수입국 TEU 증감 % 증감

중국 -3,173 -0.5%
베트남 3,952 2.6%
인도 -9,094 -10.6%
한국 -13,959 -15.1%
태국 5,178 9.1%
대만 -2,921 -4.9%
홍콩 -4,484 -9.5%
일본 5,711 10.6%
독일 109 0.2%

이탈리아 640 1.2%

[자료] Descartes Systems Group

□ 美 10대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 중소 항구로 물류 분산 이동

◦ 5개월 단위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비교했을 때, 미국 10대 

항구 대부분(휴스턴 항 제외)에서 물동량 감소세 뚜렷

< 미국 1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감 (’22.5.21~9.21 대비 8.22~12.22) >

[자료] Descartes System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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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컨테이너 물류 정체 완화 추세

□ 서부 LA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처리 지연 상황 호전

◦ 컨테이너 적체율(5일 이상)이 지난 3월 38.7%에서 11월 7.2%로 하락

- 항만 인근 철도 수송 대기 중인 컨테이너 적체 비율도 개선*

* ’22.6월 76.7% ⇒ 11월 45.2%

< 서부 LA 롱비치항 컨테이너 적체 비율 변화 >
롱비치 항만 철로

[자료]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 / 블룸버그통신

□ 컨테이너 해운 비용(중국 ⇒ 미국 서부 LA) 급격하게 하락

◦ ’21년 한때 최대 10배(12,400달러)까지 급등했던 컨테이너(40피트 기준)

운송비용이 ’22.12월 기준 2,000달러로 하락해 운임 안정세 회복

< 중국에서 미국 LA까지 컨테이너 물류비용 변화 >

[자료] Drewry World Container Index /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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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년 글로벌 해운 동향 전망

컨테이너 해운물류 전문기업 Xchange는 자체 시장조사 및 고객․전문가 설문을 근거로 

2023년 글로벌 해운 동향 보고서(23 Shipping Trends in 2023) 발간

□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이 업계 최대 위기 요인으로 작용

◦ 해운업계 전반에 올해 국제 인플레이션 지속, 리세션 돌입 우려 팽배

* 설문 응답자, 최대 사업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88.5%) △러-우 전쟁
(57.7%) △중국 코로나 봉쇄(53.8%) △노사분쟁(23.1%) 등 지목

□ 물류 파업 잠정 무마에도 불구, 재발 위험성 상존

◦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 고조 ⇒ 추가 노사분쟁 발발 예상

* 올해도 항구 등 파업으로 물류 지체 현상을 예상하는 응답 35%에 육박

□ 컨테이너 창고 보관 등 제반 비용 상승

◦ 컨테이너 창고 처리에 지체가 예상됨에 따라, 창고 보관료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벌금 등 비용이 고조될 전망

* 올해 동안 컨테이너 창고 처리 지체 현상 지속 전망 40.4%

□ 당분간 컨테이너 운송 가격 약세 지속 전망

◦ 컨테이너 운송 가격은 내림세 예상. 2분기 이후 부분 회복 가능성

* ’23년 컨테이너 운송가격 하락 전망 86.6%, 하반기 반등 전망 40.4%

- 국제 운송 수요 감소로 그 외 트럭 및 항공 화물 운임도 하락 예상

□ 디지털 인프라 미비로 해운물류 효율성 저하 우려

◦ 디지털 혁신 지체로 해운물류 처리(예약, 가격책정, 일정 등) 문제 발생

□ 핵심 광물 공급을 두고 시장 불균형에 따른 국제 갈등 발생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요국 간 핵심 광물 수급 경쟁 과열

⇒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정학 역동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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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 고조

◦ 전염병․전쟁․지정학 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비해 주요 

기업 사이에서 니어쇼어링, 리쇼어링 등 새로운 소싱 전략 채택

- 기존 공급망을 재조정, 공급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유연성과 회복성 제고

- 미국을 중심으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동향 강화

□ 중국과 무역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 강구 (Trade with China + 1)

◦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역할 비중이 감소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베트남 등을 생산․물류 대체지역으로 고려 중

* 베트남, 인도가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응답 67.3%

* 자료 : 블룸버그통신(1.11), 월스트리트저널(1.10), Descates, Xchange 등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11/how-the-busiest-us-port-went-from-swamped-to-dormant-volcano?sref=MbgrcJF5
https://www.wsj.com/articles/u-s-container-imports-tumbled-close-to-prepandemic-levels-in-december-1167337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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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의회) 하원, 미‧중 경쟁특별위 위원장 및 위원 선출

◦ (개요) 미 하원의 미‧중 경쟁 특별 위원회(China Select Committee)

위원장으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공화당 의원 선출

- 특별위는 공개 청문회 개최 권한 등을 가지며, 미‧중 간 경제, 기술,

안보 현안 및 전략적 경쟁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 예정

- 공화당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은 특별위에 배정된

16개 위원직에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을 임명

* Rob Wittman (Va), Blaine Luetkemeyer (Mo), Andy Barr (Ky), Dan Newhouse (Wash),

John Moolenaar (Mich), Darin LaHood (Ill), Neal Dunn (Fla), Jim Banks (Ind), Dusty

Johnson (SD), Michelle Steel (Calif), Ashley Hinson (Iowa), Carlos Gimenez (Fla)

◦ (세부 내용) 갤러거 위원장은 특위가 자국 내 틱톡 금지와 같은 가벼운

안건부터 대만과의 군사 협력 같은 무거운 주제까지 포괄할 것이라 

밝히며 더욱 강력한 대중 정책 제안을 예고

- 국방․정보위에 소속된 갤러거 의원은 대만에 미인도된 1,800억 달러

규모 무기 지원을 문제 삼는 등 대중 매파 성향으로 분류  

- 특위는 미‧중 경쟁을 위한 예산 확보보다 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

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출 동맹국의 대중 정책 점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연합 출범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갤러거 위원장은 특위가 기존 국방위원회나 국가안보위원회의

역할ㆍ권한 등과 중복을 피하고 “조정 기능”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

으며, 미국 산업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심층 조사 필요성을 강조

◦ (반응) 로 칸나(Ro Khanna)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특별위가 군사․안보 

차원의 정책에 앞서 이민, 생산성 증진, 이공계 교육 확대 등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내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

* 자료 : 케빈 매카시 의장 보도자료(1.23), 인사이드 트레이드(1.23), Roll Call(1.24)

https://www.speaker.gov/speaker-mccarthy-announces-members-appointed-to-intel-china-and-rules-committees/
https://insidetrade.com/trade/rep-khanna-new-china-panel-should-focus-economic-immigration-issues
https://rollcall.com/2023/01/24/chairman-gallagher-outlines-china-committees-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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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 美 무역대표부, 인권강화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무역전략 수립

◦ (개요) USTR, ‘노동자 중심 무역 심층 전략 계획’ 조만간 발표 예정

- USTR 주도의 최초 노동 전략 개발 발표 1주년*을 맞아 인권 및 

국제 노동기준 증진,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무역전략 공개 전망

*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를 위한 TF (Monitoring and Combating Human Trafficking)

◦ (내용) 각계각층의 이해 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개발 중이며,

이후 동맹국 등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통해 중점 추진할 계획

- USTR 대변인은 1.20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노동자 중심의 무역전략

수립이 USTR의 최우선 과제이며, 곧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 발표

- 현재 학계, 기업, 노동단체 등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견 수렴 진행

* 미국 재계, 친기업 단체는 미 행정부가 동 전략 이행을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22년 9월)

- 개발된 전략은 미국의 양자ㆍ다자간 무역 의제에 포함되어 추진될 전망

< 미국 양자ㆍ다자 무역 협의 내 인권 및 노동 관련 논의 >

Ÿ (WTO) 어선 보조금 협상을 통한 어선 강제 노동 문제 해결 노력
Ÿ (TTC) 미국·EU 간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퇴치 조율
Ÿ (USMCA) 북미(미국, 멕시코, 캐나다) 3자 간 무역 협정에서 강제 노동
모니터링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Ÿ (위구르신장)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집행과관련한글로벌공급망경험공유
Ÿ (미·일TF) 미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한 협력체 구성

[자료] USTR, Politico 보도자료 등

◦ (기타) 미 국무부 신임 인신매매 담당 대사 신디 다이어(Cindy Dyer) 는

1월 한국(1.17~23)과 일본(1.24~26) 대상 해외 순방 진행 중

- 양국과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협력 증진과 미국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 내 권고 사항 관련 논의

* 자료 : Politico(‘23.1.23, ’22.9.22), USTR(‘22.1.23)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newsletter/2023/01/zients-would-bring-trade-background-to-chief-of-staff-role-00078952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2/09/business-fears-ustr-forced-labor-strategy-could-mean-more-tariffs-00058257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january/ustr-announces-development-focused-trade-strategy-combat-forced-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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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50여 개국 장관 참여 기후변화 대응 연합 출범

◦ (개요) EU‧에콰도르‧케냐‧뉴질랜드 무역장관 등이 주도하는 ‘기후

무역장관연합’(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 출범 (1.19)

* 4개 주도국 외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회원국으로 참여(약 54개국)

-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노력 강화, △지역별 취약성 제거 공조,

△지속가능한 포괄적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관급 논의 추진

< 무역장관연합 참가국 (1.20 기준) >

[자료] ‘무역장관연합’ 홈페이지

◦ (세부 내용) 유엔기후협약(UNFCCC), 파리협정, ‘지속가능개발목표’

(SDG)에서 확약한 기후 대응을 위한 5가지 무역 의제 설정

- ⒧ 다자간 세계 무역기구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 ⑵ 국제

무역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 ⑶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무역 진흥, ⑷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과 최빈국 대상의 지원전략

구상, ⑸ 기후변화와 금융 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 (반응)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변화 

대응 연합을 통해 美-EU 간 친환경 정책 갈등 조정 가능성을 시사

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자제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1.19), ‘기후무역장관연합’ 보도자료(1.19, 1.20)

https://www.tradeministersonclimate.org/members
https://insidetrade.com/daily-news/dombrovskis-new-climate-oriented-coalition-aims-boost-green-tech-trade
https://www.tradeministersonclimate.org/_files/ugd/214b22_2deaddadf2fa43908539a4a6623451d8.pdf
https://www.tradeministersonclimate.org/_files/ugd/214b22_074af34430334400b54c8c20ae419d2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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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IRA) EU 철강 기업, 유럽연합(EU)에 EU형 IRA 도입 촉구

◦ (개요) 유럽 주요 철강 기업, 미국에 대응하는 유럽판 IRA 도입 촉구

- 유럽 철강 업계는 미국의 IRA에서 착안해 EU 역시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원자재 통제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내용) 미국 IRA와 유사한 “유럽산 우선” 접근 방식 추진을 요구

- 유럽 업계 대표인 Eurometaux*는 EU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하게 역내 생산품 중시를 통한 역내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유럽 주요 철강 기업인 Glencore Plc, Boliden AB, Aurubis AG 등 포함

- 그리스 알루미늄 회사 CEO는 EU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차별적이지만 ‘적극적인 청정 산업정책’(proactive clean

tech industrial policy)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라고 평가

- Eurometaux는 전략광물 생산을 지원하는 세액 공제와 친환경

프로젝트의 패스트트랙 처리, 전기세 보조 등을 지원책으로 요청

◦ (참고) 미국 IRA에 맞대응해 추진 중인 EU의 정책 행보

Ÿ (핵심원자재법(CRMA)) 역내 생산된 원자재 사용 제품에 세금·보조금 혜택

Ÿ (탄소중립산업법) 풍력·태양광 등 유럽 클린테크 산업에 보조금 혜택

Ÿ (EU 반도체법) 역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 지원 등

[자료] 블룸버그 등

* 자료 : Bloomberg Government(1.24)

https://www.bgov.com/next/news/ROZAO1T0G1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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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동향

□ (H.R.21) 하원, 전략비축유 활용 제한 관련 법안 표결 예정

◦ (개요)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대표, 금주 중 ‘전략적 생산 

대응 법안’(H.R.21, Strategic Production Response Act) 표결 예고(1.22)

- 동 법안은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 McMorris Rodgers)* 공화당 

의원이 1월 9일에 발의한 법안으로,

*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의장

- 특정 상황* 외에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경우, 방출량에 비례해 연방

소유 토지 내 석유ㆍ가스 채굴 허용량을 증대하는 내용

* (1) 에너지 공급망 위기 (2) 국제 합의에 따른 미국 측 의무 이행

- 지난 117대 의회에서 동명의 법안(H.R.6235)이 같은 의원에 의해 

발의(’21.12.9)된 바 있으나, 상임위 법안심사 통과에 실패

◦ (반응)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법안 통과 시 석유

수급 차질이 심각해지고,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피해가 미국인

에게 전가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힘.
.

- 공화당 측은 ‘공급망 위기 상황’에는 해당 조항이 영향이 없으며,

해당 법안이 전략비축유가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

-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1984년 이래 최저 수준인 3.8억 배럴로 

하락해 의회는 초당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 표출 중 

◦ (전망) 금주 중 하원에서 수정개방법안(modified open rule) 방식으로

표결․법안 수정 동시 진행 예정이나, 최종 입법 가능성 희박

-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유한 상원에서 법안부결이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됨.

* 자료 : 로이터(1.18),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실(1.22), 폴리티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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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DOJ Sues Google, Seeking to Break Up Online Ad Business
(미 법무부 구글 고발...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깨지나)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기술 업계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웹사이트
퍼블리셔나 웹광고 운영자 등의 경쟁사 기술 활용을 저해했다고 판단

The Washington Post

Classified documents discovered at home of former VP Mike Pence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기밀문서 발견)

전 부통령의 대변인은 인디애나주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되었다며
후속절차에 대해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밝혀...

CNN

Germany set to send Leopard 2 tanks to Ukraine, Der Spiegel reports
(슈피겔지, “독일,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기로 결정”)

슈피겔지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독일 올라프 숄츠 연방 총리는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지원을 결정, 수요일 오전 독일 의회에서 논의 예정

USA Today

Former VP Mike Pence had classified documents at his home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집에 기밀문서 보유)

기밀문서들은 전 부통령의 인디애나주 자택에서 발견되어 펜스의 변호인이
국가기록원에 제보. FBI에서 해당 문서들을 회수해간 상황

* 미국 동부시간 1월 24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1.24(화) 1월 S&P 미국 제조업 PMI (S&P U.S manufacturing PMI)

1.26(목) 실질 국내총생산량 (Real gross domestic product – SAAR)
1.27(금)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Core PCE price index)
1.27(금) 1월 소비자심리지수 (U.Mich consumer sentiment index)

https://www.wsj.com/articles/u-s-sues-google-for-alleged-antitrust-violations-in-its-ad-tech-business-11674582792?st=kqwgq8rthmfhfmz&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1/24/pence-classified-documents-home/
https://www.cnn.com/2023/01/24/europe/germany-leopard-2-tanks-ukraine-announcement-intl/index.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1/24/pence-classified-documents-home/111123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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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45 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 2022.12월

US22-44 제3차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3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2 美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1주년 실적 평가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1 G20 美‧中 정상회담 이후 아‧태 이슈에 대한 반응 및 전망 2022.12월

US22-40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주요 내용 2022.11월

US22-39 미국 3/4분기 수출입 실적 분석 및 현지 전망 2022.11월

US22-38 산업안보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2.11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본미국에너지·기후변화정책심층분석및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7

(2022.12.26.)

코인시-6

(2022.12.2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90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75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52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20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17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17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839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837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809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517&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2&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87&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78&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75&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IdstrCate=&pNttCtgrySn=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InnPq-gjdOqtHCAs25y__UGVYh950zm
https://www.youtube.com/watch?v=tCG-XYo12_U
https://www.youtube.com/watch?v=tCG-XYo12_U&t=3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