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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탱크]
 ◦ (한미관계) 한-미 주요 현안 평가(CRS)
 ◦ (G7) 23년 5월 개최 G7 회의 주요 아젠다(CSIS)
◈ [의회동향] 주요 법안 발의 동향
 ◦ (하원) 연방정부 구매 EV 차량에 대한 판매자 세액공제 수취 금지
 ◦ (하원) 중국정부 등 연관된 유관기관, 개인 등의 미국 부동산 구매 금지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의원의 입법 우선순위 강력 비판
 ◦ 다보스 포럼 첫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 소비자 태세 전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 확대

싱크탱크 

□ 미국 의회조사국(CRS), 대북정책, 한-미 안보문제, 경제협력 등 전 분야

에 걸친 한-미 주요 현안 평가

◦ CRS는 한국을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임을 명시

- 지난 10년 동안은 한-미 중요 현안이 대북정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에 적극적인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였다며,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

(global pivotal state)로 평가

◦ 한-미-일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북한 관련 공동 대응 및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으로 경제 및 안보분야의  

협력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한국 대중정책은 미국에 비해 덜 대립적(less confrontational)이며,

 (한미관계) 한-미 주요 현안 평가(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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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EV) 조항에 대한

한국의 불만으로 경제 마찰이 증가했다고 언급

◦ (대북정책)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목적으로 제재 강화 등 

조치와 동시에 비핵화 조치에 대해 개방적 외교, 인도적 지원 제안

- 22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60여 차례 실험을 실시하며  

남북긴장이 2022년 여름부터 고조되었다고 평가

-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 전개 확대, 신규 제재 확대, 대북제재 조치

제안을 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 대규모 경제 지원 약속

◦ (대외안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 대외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

-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22년 NATO 정상회담에 참여했다고 언급

- 바이든 정부의 노력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3국 군사훈련 확대 및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였으나,

-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

◦ (경제관계) 기술 개발 및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

- 한국의 IPEF 이니셔티브 참여로 디지털 무역 문제 및 경제 관계 개선

- IRA 법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이 문제 관련 

지속적 양자 논의 의지 표명(’22.12월)

◦ (정치평가) 대통령이 1% 미만의 득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행정부-국회가 

분할되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개요>

- 1914년에 설립된 미국 의회 4대 입법 보조기관(의회조사국, 의회예산처,

회계감사원, 기술평가원) 중 하나

- 미국 의회 정책 및 법안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며 입법 연구자료로

신뢰성도 높이 평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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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G7 관련 기조연설(1월 5일)

◦ 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의 주요 협력 아젠다 발표

◦ 우려국 도발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G7 회원국 공동대응 제안

- 우려국(권의주의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보호 등 기본가치에 기초한 세계질서 재건 필요성 강조

- 니시무라 경산상은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의 오용과 부적절한 기술 이전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 “일본은 국제협력에 근거한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하지 아니함.

◦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탄력성 강화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확대와 WTO 개혁 필요성 주장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

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침공 행위 규탄

- 2019년 이후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무력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일본, 미국, 유럽 등 협력국이 WTO 개혁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

◦ 미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비전 설명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질서 확립을 위해 ①경제안보, ②우방국 간 

파트너십 강화, ③군사도발 억제 능력의 3가지 분야 협력 필요성 강조

 (G7) 23년 5월 개최 G7 회의 주요 아젠다(CSIS)

◦ 발간기관 :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 발간일자 : 2023년 1월 5일

◦ 웨비나명 : Japan's 2023 G7 Priorities and the Future Economic Order

◦ 발간기관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 발간일자 : 2023년 1월 10일

◦ 보고서명 :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https://www.csis.org/events/japans-2023-g7-priorities-and-future-economic-order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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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동향 

§ 참고 : 미국 의회 홈페이지(1.16)

구분 분류 발의날짜 법안명 대표 발의자

하원
친환

경

23.1.12

(H.R.31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가 등에

부차적인 기후 정보 공개 요구 금지
스테파니 바이스

(R-OK)
To ame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o
prohibi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rom requiring an issuer to make climate-related
disclosures that are not material to investors, and

for other purposes.

하원
전기

차

23.1.12

(H.R.326)

전기 자동차 판매자의 연방정부 판매

시, 전기자동체 세액공제 수취 금지

론 에스티스

(R-KS)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prohibit the seller of an electric vehicle from
being treated as the taxpayer that placed such
vehicle in service and taking the electric vehicle
tax credit if such vehicle is sold to the Federal

Government.

하원
전기

차

23.1.12

(H.R.327)

신규 적격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주정부 세액공제 축소
론 에스테스

(R-KS)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reduce the tax credit for new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motor vehicles by State

subsidies for these vehicles.

하원
대중

경쟁

23.1.12

(H.R.344)

중국 정부 등 유관기관, 개인 등의

미국 부동산 구매 금지

칩 로이

(R-TX)

To direct the President to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prohibit the purchase of
public or private real estate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entities that are under
the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5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Shopper Rebellion Against Higher Prices Helps Slow Inflation
(소비자 태세 전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 확대)

높은 생활 물가에 대한 미국 소비자 구매 제한은 미국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어...

The Washington Post

New details link George Santos to cousin of sanctioned Russian
oligarch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또 다른 연결고리 발견)
공화당 하원의원 조지 산토스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연결성이 발견됨에 따라,

정치적입 입지가 더 위태로워 짐

New York Times

A Florida School Received a Threat. Did a Red Flag Law Prevent
a Shooting?

(연이은 학교 총격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방안 필요)
미국 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교내 총격사건으로 연방 주정부 등은 총기

관련 제재에 대한 법안 통과를 검토

Bloomberg

Chief Executives, Economists Brace for Recession as Davos
Begins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및 경제학자는 경기침체 우려)
세계경제포럼이 개최되면서 현장의 기업 경영진과 경제학자들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USA Today

'Fiscally demented:' In MLK Day remarks, Biden attacks
Republicans' legislative priorities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의원의 입법 우선순위 강력 비판)
최근 발의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법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을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

* 미국 동부시간 1월 16일 19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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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시행규정마련동향및주요내용(US22-46)

필수에너지‧희토류안보및온쇼어링법안및주요내용(US22-45)

미국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경과및우리수출영향분석(US22-40)

미국산업안보국(BIS) 대중반도체수출통제주요내용및현지반응(US22-39)

바이아메리카정책후퇴로본 IRA 전기차전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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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