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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2.7)에서 미국산 건축자재 사용 촉진 발언
◈ 백악관 예산처(OMB),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안 공개(2.8)
◈ ’21년 인프라투자법에 포함된 미국산 특혜 시행지침 구체화가 주요 내용
◈ 바이아메리카 특혜 제도 극복 방안 마련 시급

 1. 개 요 

□ 백악관 관리 예산처(OMB), 연방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자재 사용 지침 공개(2.8)

◦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2.7)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자재에 미국산 사용 기준을 신설하겠다”라고 공언

- 후속 조치로서 백악관은 OMB 지침 개정 내용을 관보 게재(2.9)하고, 향후 

30일간 공개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개정 확정 예정

□ ’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법 內 미국산 특혜 조항의 시행지침 구체화

◦ 인프라 투자법 內 법적 요건 이행, 연방 금융지원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 부처가 준수할 세부 지침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배 경

□ 총 1.2조 달러 예산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최종 입법 성공(’21.11.15)

◦ 해당 법률 9편(Build America, Buy America)에서 미국산 조달 특혜 규정 수립

- 그중 A장(70911~70917절)을 통해 바이아메리카 특혜 내용을 상술

◦ 동 법률로 마련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시, 의무적

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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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철강은 주조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⑵ 제조품은 국내 제조 요건에 더해 총 부품 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
⑶ 건축자재는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 해당 조항은 법률로 제정된 후 180일 이내 시행되도록 명령

◦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기관이 공통으로 준수할 지침을 마련하고, 연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 규칙 개정 검토 의무

- 특히, 70915절에서 OMB가 건축자재*와 관련한 ‘모든 제조 공정’(all

manufacturing processes) 기준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명령

* 종전 바이아메리카 규정에는 건축자재 관련 규정이 부재한바, 별도 지침 마련 필요

□ OMB는 작년 4.18 바이아메리카 특혜 이행을 위한 임시지침* 공개

◦ 임시지침의 주요 내용은 ⒧ 바이아메리카 특혜 제도, ⑵ 투명한 면제 절차 

등 이행을 위한 연방 부처용 실행 가이드 제시(’22.5.14부로 적용)

- 건축자재 관련 지침의 경우 ‘잠정적이고 비구속적’(preliminary and non-binding)

으로 전제하고, 추후 기준을 확정 예정이라고 밝힘.
*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M-22-11.pdf

 3.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이번(2.8) 개정에서 기존 OMB 지침 2절(2 CFR chapter I)에 새로 184장(Part 184)을

추가하고, 국내 조달 특혜 조항(2 CFR 200.322.) 일부 수정

◦ OMB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수행되는 인프라 사업에서 

일관된 바이아메리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184장 추가 사항으로 △제조품의 가격 산출법, △비품 비용 요소(cost of

components) 규정, △건축자재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조 절차(all
manufacturing processes) 정의를 새로 수립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M-2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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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국내 조달 특혜 조항 수정을 통해 모든 연방 인프라 사업에 상기 184장 

추가 사항을 반영하도록 연방 부처에 지시

□ OMB 지침 2절(184장) 신설 내용

◦ (목적)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특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연방 부처에 공통 지침 하달

◦ (개념 정의) 인프라 사업, 미국산의 정의(철강․제조품․건축자재별), 건축자재

의 종류, 부품비용의 개념 등 규정

◦ (적용)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에 반드시 바이아메리카 특혜 조항 반영

(모든 하도급 사업까지 포함). 연방 부처기관은 ‘인프라 사업’의 용어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도록 지시 

◦ (부품비용) 제조품 총 부품비용의 55% 이상 미국 내 생산 요구

- 해당 부품비용 산정을 위해 ⒧ 부품 구매 시 발생한 운송비․관세 포함 또는 ⑵

부품 생산 시 운송비 + 부대비용(이익은 제외) 포함

◦ (건축자재) 아래 품목별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미국산 건축자재로 인정

- ⒧ 비철금속(Non-ferrous metal) : 초기 제련 또는 용융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 최종 성형, 코팅 및 조립이 미국 내 발생

- ⑵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Plastic and polymer-based products) : 모든 제

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이 미국 내 발생

- ⑶ 복합 건축자재(Composite building materials) : 모든 제조 공정(초기 성분 

배합부터 최종 소비지까지)이 미국 내 발생

- ⑷ 유리(Glass) : 원재료의 초기 배합 및 용융에 이르는 모든 제조 공정(어닐링,

냉각 및 절단)이 미국 내 발생

- ⑸ 광섬유케이블(Fiber optic cable) : 초기 프리폼부터 모든 제조 공정(섬유 좌

초 및 재킷을 통한 제조)가 미국 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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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⑹ 목재(Lumber) : 박피부터 처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 발생

- ⑺ 건식 벽체(Dry Wall) : 채굴 또는 초기 합성에서 모든 제조 공정(샌드위치 

패널 절단 및 건조를 통한 석고 플라스터 등)이 미국 내 발생

◦ (면제) 다음 경우 연방 부처가 바이아메리카 적용 면제를 허용 가능

- ⒧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⑵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⑶ 국산 

사용으로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면제 승인 결정 후, 연방기관의 장은 ⒧ 서면을 통해 면제의 필요성을 소명

하고, ⑵ 최소 15일간 공개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OMB는 지침 개정 관련 업계 의견 접수 개시 ⇒ 검토 후 최종 확정 예정

◦ 의견은 3.13까지 www.regulations.gov 을 통해 접수 또는 확인 가능

◦ 의견 요청 사항 : ⒧ 제조품 부품비용 산정 관련 의견 및 개선점 ⑵ 건축

자재 품목 추가 필요 여부(코팅, 벽돌, 합성목재 등), ⑶ 기타 용어 및 정의에 대

한 의견 및 추가 개선 사항 등 

 4. 시사점

□ 국내외 건설업계, 강화 중인 바이아메리카 특혜에 우려 고조

◦ 전미 건설협회(AGC) 설문조사(’22.8월) 결과, 응답 기업 중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대부분 기업이 인프라 법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카 특혜 규정을 충족하는 데 

곤란을 토로하며, 한시적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

* 특히,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제품, 전기장비, 냉․온방 장치 등 국내 조달 애로

◦ 미국 조달시장과 밀접한 캐나다 제조․수출업계는 즉각 반발

- 캐나다 제조․수출업자 협회는 바이든 국정연설 이후 북미 공급망 협력 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http://www.regulation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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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언론은 미국 정부의 진의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진단

□ 바이아메리카 특혜 제도 극복 방안 마련 시급

◦ (위기) ‘바이아메리카’ 제도로 우리 수출기업이 WTO GPA와 한미 FTA를 

통해 누려온 미국 조달시장 접근성에 제약 불가피

* 이번 지침 개정된 ‘Buy America Regulation’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

內 국제 조달시장 개방 원칙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 (대응) 우리 업계․정부는 적극적인 ‘바이아메리카’ 우회 기회 모색 필요

- 개정 지침에 사업별로 조건부 면제 허용 ⇒ 미국 업계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는 수급이 불가피할 전망

- 프로젝트 시방서(specification)를 통해 공개될 미국산 특혜 규정을 숙지한 

후, 면제 자격 취득 등 규정 우회 방안 수립 필요

- ’10년 캐나다가 미국과 체결했던 ‘미-캐나다 정부조달 협정’ 사례와 같이 우리도

별도의 협정을 통해 규제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10년 미-캐나다 정부조달 협정 >

◦ WTO GPA 및 NAFTA(현 USMC)와 별개로 2010년 2월 캐나다-미국 정부 간에 체결했던

양국 지방 정부의 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한시적 협정

(https://ustr.gov/issue-areas/government-procurement/us-canada-agreement-government-procurement)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경기 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內 미국산 조달 특혜 규정을 우려한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체결

◦ 양국은 WTO GPA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인프라 사업의 조

달시장을 한시적으로(2011.9월까지) 상호 개방하는 데 합의

◦ 미국은 WTO GPA에 자율 가입한 美 37개 주에 대한 조달시장 개방을 허용*하고, 반

대급부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지방 정부의 조달시장을 미국 기업에 개방

* 780만 달러 이상 주․지방 정부 프로젝트에서 캐나다산 철강, 제조품 등 사용 허용

 * 자료 : 백악관 OMB, 미국 관보, National Post, 블룸버그통신 등

https://ustr.gov/issue-areas/government-procurement/us-canada-agreement-government-procur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