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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탱크]
 ◦ (IRA) 前 미국 기후특사가 평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 (전망) CSIS가 본 2023년 인도 태평양지역 경제·무역 전망
 ◦ (다보스포럼) 美무역대표부 대표, 세계 무역의 ‘효율성 탈피’ 강조
 ◦ (중국)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

◈ [의회동향] 주요 법안 발의 동향
 ◦ (상/하원) 미주지역 니어쇼어링 촉진 법(미주무역투자법안) 초안 회람
  - 중국에서 미주지역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최대 50% 지원 내용 포함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1월 21일 총격 사건 범인 수사
 ◦ 미국 환경보호국(EPA) 부족한 인력으로 고군분투
 ◦ 테슬라 CEO, 5년 전 트윗을 둘러싼 증권사기 혐의 재판

싱크탱크 

□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前 미국 기후 특별 부대사 조나단 퍼싱

(Jonathan Pershing)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담 진행

◦ 미국 최대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의와 

IRA를 둘러싼 이슈(보호무역주의, 중국과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

□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실효적이라는 평가

◦ 미국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절반 이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예산 배정

◦ 운송, 교통, 발전 등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방위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IRA] 前 미국 기후특사가 평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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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를 세계적인 친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가 필요

◦ 법안 수혜 대상이 북미 소재 기업 등으로 한정되면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경쟁 야기’라는 비판이 고조되었으나,

◦ 조나단 퍼싱 前 기후특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자국의 미래 기술

투자를 보호무역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 IRA의 수혜대상이 한정된 것은 “미국 유권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

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며,

- “유럽, 중국, 인도 등의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가속화”
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독려”했다고 평가

□ 분리된 118대 의회에서 미국 친환경 정책은 장기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

◦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R&D 투자에 우호적이며, 인프라 법안(21년 11월)와 

반도체 육성법(22년 8월)은 초당적으로 통과되었음을 언급

- 하지만 IRA는 초당적 참여 및 협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바,

전통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공화당의 저항이 있었음.

◦ 장기적으로는 선거구 내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유권자의 수요에 따라 초당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

□ 미국-중국의 디커플링에도 G2국가의 리더십으로 기후 관련 합의 도출 기대

◦ 양국 간 긴장에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답변

- 중국 특별기후특사 셰전화(Xie Zhenhua)와 합의에 참여했던 이력과 

러시아와 진행한 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을 예시로 들며,

-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G2국가의 경각심을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

- 2021년 영국 글래스고 기후조약도 미국과 중국의 극적 합의 속 이루

어진 결과인 바 G2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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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기관 : Foreign Policy

◦ 발간일자 : 2023년 1월 14일

◦ 보고서명 : Is America’s Climate Policy Helping—or Hurting—the World?

ㅇ이름 : 조나단 퍼싱(Jonathan Pershing)

ㅇ소속 : 환경 프로그램 디렉터, 윌리엄 플로라 휴렛 재단

ㅇ이력

- 美기후특별부대사(Deputy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역임

- 美국무부 기후변화 특사(Special Envoy for Climate Change) 역임

- UN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참여

-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장관 선임 국제/수석 기후 고문 역임
- 국제에너지기구(IEA) 환경 디렉터 역임 등

https://foreignpolicy.com/2023/01/14/us-climate-policy-biden-inflation-reduction-act/?utm_source=PostUp&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20Alerts&utm_term=65209&tpcc=News%20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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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RA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 배정 요약>

항 목 목표 및 프로그램

1

§ 에너지 비용 절감 노력(Lowers energy costs for Americans)
- 저소득 계층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90억 달러)
- 가정 내 청정에너지 가동 및 설치를 위한 세금 공제
- 중·하위 소득자의 청정 차량 구입 세금 공제(중고 4,000달러, 신규 최대 7,500달러 등)
- 주택 에너지 효율 보조금 프로그램(10억 달러) 등

2

§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Increases American energy security)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및 중요 광물 미국 제조 생산세 공제(300억 달러)
- 열펌프 및 중요 광물 처리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DPA)(5억 달러)
- 청정 차량 제조 및 기존 제조시설 재정비 교부금(20억 달러)
- 신규 청정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금(200억 달러)
- 혁신 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한 National Labs 지원(20억 달러)

3

§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Decarbonizing all sectors of the economy)
- 청정 및 에너지 저장 세금 공제, 주 정부의 전기 유틸리티 보조금 및 대출(300억 달러)
- 운송 부문 배출 저감 및 청정 연료 도입, 상용차 도입 세금 공제
- 화학, 철강및시멘트공장등제조공정첨단화및탈탄소지원보조금, 세금공제(60억달러)
- 미국산청정기술의연방조달(90억달러), 미국우정청(Postal Service) 무공해차량구매(30억달러)
- 소외된 지역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 배포 지원(270억 달러)
- 천연 가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메탄 배출 감소 프로그램

4
§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to disadvantaged communities)
- 환경및기후정의(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지원금(30억 달러)
- 소외된지역사회, 이웃접근성및형평성개선보조금(30억 달러)

5

§ 농촌과 산림, 지역사회의 기후 대응 투자 지원(Resilient rural communities)
- 기후 스마트 농업 지원(200억 달러)
- 화재 방지를 위한 산림, 산림 보존 및 나무 심기 지원 교부금(50억 달러)
- 바이오연료생산지원및항공연료, 기타바이오연료등기반시설세금공제및보조금
- 해안 서식지 보존 및 복원, 보호 보조금(26억 달러)

[자료: KOTRA워싱턴무역관 기획조사, 美 민주당 상원 보도자료]

[자료 바로 보기] (기획조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 기후 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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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경제 현안 전망

□ 2023년 주요국 경제 평가

◦ (인도) 국제 외교 무대 및 경제적 입지 제고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 기대

- 2023년 주요 20개국(G20) 회의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 

수임으로 보건, 에너지, 농업, 식량, 안보 등 중점분야의 회원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외국인 직‧간접 투자가 회복되면서 외화보유고 등 경제지표의 뚜

렷한 회복세 확인

- 2023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6.1%*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경

제 성장률 달성 예측(IMF, World Economic Outlook)

* 중국(4.4%), 사우디 아라비아(3.7%), 터키(3.3%) 예측

◦ (미국) 경제 성장률, 물가 안정화 속도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복합적

인 상호 영향 주목 필요

-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IMF 1.0%) 예상

- 미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일관된 이민 정책 수

행 필요성 강조 

◦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 회복 수준 주목

◦ (일본)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일본중앙은행(BOJ)

의 통화정책 긴축기조로 경제 하방 압력 증가

 (경제전망) CSIS가 본 2023년 인도-태평양지역 경제‧무역 전망(CSIS)

[패널 참석자]
- Raymond V: CSIS 선임 연구원, Wadhwani 미국-인도 정책연구 의장
- Erin Murphy: CSIS 경제 프로그램 부국장 겸 선임 연구원
- Matthew Goodman: CSIS 경제 담당 수석 부사장
- William A. Reinsch: CSIS 국제 비즈니스 수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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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협력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G7, G20가 

아시아태평양에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2021년 바이든 정부 주도로 출범한 IPEF는 지난 9월 개최한 'IPEF 각

료급 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클린 경제, 공정 경제 네가지 분야에 걸친 

성명을 채택하며 의미 있는 공식 협상을 이끌었다고 평가

- 아태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인

CPTPP는 11개국이 참여 중이며, 영국 가입 여부가 변수로써 작용

□ (공급망)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정책 중 ‘중요 기술 보호를 위한 

동맹국 협력’을 가장 유망한 전략으로 지목

- 미국은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번영과 국익에 안전한 

공급망과 핵심기술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역통제를 옹호

- 중국 견제 및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니어쇼어링 및  

리쇼어링 정책의 중요성 강조

◦ 발간기관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발간일자 : 2023년 1월 12일

◦ 웨비나명 : Indo-Pacific Forecast 2023 (Panel III: Economics and Trade)

https://www.csis.org/events/indo-pacific-forecast-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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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The Case for Trade' 세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계 무역 시스템의 포용성, 탄력성, 지

속가능성 촉진 필요성 촉구

◦ 경제적 번영과 세계화의 근간이 됐던 기존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

의 한계를 지적하며,

- 위기 극복이 가능한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 무역 시스템의 

안전망 기능 역할 수행 중요성 강조

◦ 미국‧멕시코‧캐나다 3자 간 무역협정(USMCA)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예로 들며 노동자 친화적 무역 시스템 

구축 및 협력의 당위성 피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의 다양성, 유연성 확보’를 통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또는 중

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 전달

◦ 관세 인하 등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 및 군사적 침략 등 돌발상황에 유연한 대처 필요성 강조 

 (다보스포럼) 美 무역대표부 대표, 세계 무역의‘효율성 탈피’강조

◦ 발간기관 : WITA

◦ 발간일자 : 2023년 1월 18일

◦ 웨비나명 : The Case for Trade

https://www.wita.org/trade-news/the-case-for-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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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동 내용은 CSIS에서 발간한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KOTRA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CSIS,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한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 24차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1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발간(1.9)

◦ 24차례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의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미국‧대만‧일본이

중국의 대만상륙작전을 저지하고 대만의 자치 지위를 유지

◦ 하지만 미국 등 동맹국은 수십 척의 함대, 수백 대 항공기를 비롯한 

전략 자원에 큰 손실을 입었으며, 대만 경제는 황폐화 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의 대만 점령 실패는 중국 공산당 통치력 약화를 야기하여 

중국 내란 가능성도 지적

□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위한 4가지 제언

◦ 대만의 지상군 강화

- 일부 중국군은 반드시 대만 본섬에 상륙하게 되므로 대만 지상국은 상

륙 거점을 봉쇄하여 중국군의 물류 약화를 촉진해야 함

◦ 전략 및 전투 자원의 선제적 확보 

-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장비와 물자를 보낼 수 있었던 반면 대만의 지리

적‧환경적 특성으로 고립이 가능한 바, 선제적인 자원 확보 필요

◦ 일본 내 미군기지 적극 활용

- 일본과 외교적‧군사적 관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전략‧전투자원 배치

- 호주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의 협력도 필요

◦ 장거리 대함 및 순항 미사일 조달 및 개량 확대

- 중국의 방어구역 밖에서 신속하게 중국 함대 타격이 필요하며 

주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조달 및 투자, 구매 확대 필요성 강조

 [중국]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CSIS)

https://www.csis.org/analysis/first-battle-next-war-wargaming-chinese-invasion-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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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주요 안내사항

◦ 중국의 대만 침략 시나리오는 중국 지도부의 침략이 불가피하거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중국 지도부의 다른 전략으로 외교적 고립 전략, 경제적 압박 전

략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에도 노골적인 침공보다는 봉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

◦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개 토론 등을 통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

릴 수 있어야 함을 권고

◦ 발간기관 : CSIS

◦ 발간일자 : 2023년 1월 9일

◦ 보고서명 :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동프로젝트는미국스미스리차드슨재단의후원으로수행되었음.

https://www.csis.org/analysis/first-battle-next-war-wargaming-chinese-invasion-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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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동향 

§ 참고 : 미국 의회 홈페이지(1.23)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상하원 섹션이 없어 추가 발의 및 통과 법안 없음)

구분 분류 발의날짜 법안명 대표 발의자

중국 하원

1.9 발의

1.12 하원통과

(331-97)

미국 전략비축유 중국 수출금지 법안 Cathy Rodgers

(R-WA-5th)Protecting America’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from China Act

통상,

중국

상원

하원
1.11 회람

미주무역투자법안

(미주지역 니어쇼어링 촉진 법)
Bill Cassidy(R-LA),

Maria Salazar

(R-FL-27th)Americas Trade and Investment Act

ESG 하원 1.12 발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

기후 관련 정부 요구 금지법
Stephanie

Bice(R-OK-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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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하원 1.11 발의

의회 승인이 없는 행정부처

행정명령 및 주요 규칙 효력 무효화 법
Kat Cammack

(R-FL-3rd)

To amend chapter 8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to provide that major rules of the
executive branch shall have no force or

effect unless a joint resolution of approval is
enacted in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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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Stocks Start Week Higher; Salesforce and Spotify Rise
(미국 주가 상승)

S&P 500 지수의 11개 부분 모두 높은 수익 달성, 월요일 주식 상승.
이번주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테슬라, 비자 등 주요 기업 실적 보고 예정

The Washington Post

Police investigate Monterey Park shooter; first victims identified
(1월 21일 총격 사건 범인 수사)

경찰은 총격범이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많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며,
사망자 10명에 대한 신원 확인 중

New York Times

Depleted Under Trump, a ‘Traumatized’ E.P.A. Struggles With Its
Mission

(미국 환경보호국 부족한 인력으로 고군분투)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1,200여명의 과학자 및 정책 전문가 이탈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형 친환경 투자 법안에 대한 지침 수립에 어려움을 겪음

Bloomberg

Elon Musk Securities-Fraud Trial
(테슬라 CEO, 5년전 트윗을 둘러싼 증권사기 혐의 재판)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5년전 업로드하였던 회사 상장폐지 관련
트위터 글에 대해 집당소송 당해....

USA Today

Monterey Park grieves, struggles for answers day after mass
shooting leaves 10 dead

(10명의 사망자를 낸 1월 21일 LA 총격사건)
1월 21일 갑작스러운 총기 난사로 10명의 사망자를 낸 몬테레이 공원 총격

사건으로 현지에서는 애도가 줄이어..

* 미국 동부시간 1월 23일 오후 3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news-today-01-23-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3/01/23/monterey-park-mass-shooting/?itid=hp-top-table-main_p001_f001
https://www.nytimes.com/2023/01/23/climate/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funding.html
https://www.bloomberg.com/news/live-blog/2023-01-20/elon-musk-securities-trial?srnd=premium#xj4y7vzkg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23/01/23/monterey-park-california-mass-shooting-suspect-motive-updates/111043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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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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