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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1.31.(화) 제23-013호

◈ [Focus] 美 정부 채무 불이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What’s News]

  ․ (수출통제) 미국,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 수출금지 조치 전망

  ․ (배터리․광물) GM, 대규모 광산 투자로 리튬 경쟁 선도에 나서

  ․ (통상) 백악관, 미주 경제 파트너십(APEP) 발족 발표

  ․ (기후변화) 캘리포니아 주 의회, 대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상정 

  ․ (친환경) 에너지부, 바이오 연료 생산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발표

  ․ (입법동향) 상하원, 중국의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 지위 박탈 법안 발의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부채한도) 美 정부 채무 불이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미국 연방정부 부채 법정 상한선 도달(1.19) 이후 현지 논란 확산

◦ 재무부의 특별 회계 조치로 6월까지 잠정 부채한도 협상 기한 연장

- 공무원 퇴직·장애 기금 등 연방정부의 비(非)필수지출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국채 이자 지급 등 필수적인 지출로 전용

◦ 부채상한 도달에도 채무불이행(디폴트) 발발 가능성은 낮게 예측

- 복수의 현지 언론과 전문가는 디폴트 확률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상존하는 위기 속 단기적 금융 불안정성 경고

* 미 의회는 대부분의 경우 부채한도 인상을 한계 지점까지 미뤄 처리해옴

◦ 다만, 일각에서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 필요성 제기

- 특히, ⒧ 118대 하원의장 선출에서 드러난 공화당 당론 분열, ⑵ 최근 

10년 동안 부채한도 인상 관련 의회 마찰 격화 등에 주목

- 15차례 투표 끝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한 재정지출 삭감 및 

정부 예산 동결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취임한 매카시 의장이 

과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 확대

mailto:seogil.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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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법정 상한선 동향>

[자료] Moody’s

□ 무디스(Moody’s), 부채 상한선 관련 경제파급 분석 보고서 발간

◦ (과거 사례) 부채상한 협상 난항에 따른 경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 디폴트에 근접했던 3가지 사례를 분석

- (1979) 재무부의 채무상환 지연으로 국채 이자율이 60bp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

- (2011)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 대립 격화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tandard & Poor’s)는 미국 신용도를 AAA에서 한 단계 강등해, 1·5년물 

국채 이자율은 각 80bp, 65bp 인상 기록

* Moody’s는 일반적인 1·5년물 국채 이자율을 5bp, 30bp 수준으로 명시

- (2013) 부채상한 합의 지연 조짐에 따라, 10년물 국채 이자율이 

6~12bp 인상 폭을 기록했으며, 약 5,0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

◦ (디폴트) ’24년 예산안 처리시한인 9월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나,
만일의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 디폴트에 돌입할 경우, 연방정부 지출이 10월과 11월에 각각 1,250억 

달러, 2,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

- 디폴트 선언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 4% 감소, 최소 6백만 개

일자리 손실로 실업률 7% 상회 전망

- 주가는 30% 이상 하락해 12조 달러 규모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국채·모기지·소비자 및 기업 대출 금리가 폭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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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방안) 일반적으로 의회는 부채한도 인상 합의 또는 한도

적용 유예로 상황을 타개하나, 그밖에 비정상 긴급 대책도 존재

- 활용 가능성은 적으나, △재무부의 우선순위 상환 시스템을 활용한 

순차적 채무상환, △고이자율의 프리미엄 국채 발행을 통한 단기 채무

상환, △수정헌법 14조 4절을 활용한 신규 국채 발행 등을 제시

□ 바이든 대통령, 매카시 하원의장과 2.1일 부채한도 상향 관련 회동 예정

◦ 백악관은 회동에 앞서 대통령 예산안 발표 일정을 3.9일로 확정

-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 디폴트 방지 약속을 받는 한편 ⑵ 부채 상한선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하원안 공개를 요구할 전망

◦ 공화당 상원은 부채상한 인상 논의에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 표명

-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미국이 절대 채무를 불이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금융 위기 발발 가능성을 일축

- 릭 스콧(Rick Scott)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원의 재정지출 감축 노력에도

사회·의료 보장 시스템과 재향군인, 국방비 관련 정부 지출 수준은

유지할 것을 제안

* 자료 : Moody’s Analytics(1.23), 폴리티코(1.30, 1.31) 등

https://www.moodysanalytics.com/-/media/article/2023/debt-limit-brinkmanship.pdf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1/bidens-new-debt-ceiling-problem-wall-streets-not-freaking-out-00079957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1/biden-to-release-budget-on-march-9-00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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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수출통제) 미국,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 수출금지 조치 전망

◦ (개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전면 차단할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업체의 화웨이로의 기술과 

부품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1.31)

* 기존에 미 상무부는 5G 통신망과 관련이 없는 기술 등을 수출할 수 있는

면허를 퀄컴, 인텔 등에 부여

◦ (전망) 화웨이 대상 전면 수출통제뿐 아니라 통제 강화 및 확대 예상

- 블룸버그, FT 등 다수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수출

면허 발급을 중단함으로써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을 고려

- WSJ는 이 밖에도 화웨이에 대한 우회수출 통제까지 포함된 더 

강력한 수출규제 조치가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도

- 수출통제 전면화 시기로 ’19년 화웨이가 수출통제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지 4년이 되는 금년도 5월 예상

◦ (전망) 전면 수출금지로 인한 직접 영향은 미미, 미중관계 악화 가능성 언급

- 블룸버그 통신은 퀄컴과 인텔, AMD 등의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수출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도

※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 부품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업 비중을 줄이고 통신장비 분야에 집중

* 2021년 기준 화웨이의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은 1위 28.7%, 2위 에릭슨(15%)

* 자료 : Bloomberg (1.30), WSJ (1.3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30/biden-team-may-cut-off-huawei-from-intel-other-us-suppliers?sref=MbgrcJF5
https://www.wsj.com/articles/biden-administration-considers-cutting-off-huawei-from-u-s-suppliers-1167512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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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광물) GM, 대규모 광산 투자로 리튬 경쟁 선도에 나서

◦ (개요) GM, 전기차 배터리 소재 확보를 위해 리튬 광산에 대규모 투자

- 리튬은 미래 EV 필수 원재료로 ’21년 초부터 가격이 급등하여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튬의 안정적 확보에 고충 경험

- EV 제조업체 간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GM은 미국 최대 

리튬 매장지인 네바다주 Thacker Pass 광산에 자동차 제조업체 중 최대 

규모인 6억 5000만 달러 투자 발표(1.31)

◦ (영향) 이번 투자 결정으로 GM이 Thacker Pass 광산 생산 독점 전망

- GM은 ’23년 Cadillac Lyriq과 GMC Hummer의 생산확대를 추진 중이며,

Chevrolet Equinox, Blazer, Silverado의 EV 버전을 출시,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 중

- Thacker Pass 광산 독점권을 통해 GM은 ’26년부터 연간 차량 100만 대 

분량의 리튬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게 될 전망

<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리튬 수요 급증 전망 >

[자료] BloombergNEF

* 자료 : Bloomberg (1.31), Financial Times (1.31)

https://www.bgov.com/next/news/RPBJZ6DWRGG1
https://www.ft.com/content/84840136-d46f-42ff-8b47-3852cb6d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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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백악관, 미주 경제 파트너십(APEP) 발족 발표

◦ (개요) 미주 정상회담 개막식에서 미주 국가*들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발족을 발표(1.27)
* 미국, 캐나다, 멕시코외에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등중남미국가참가 (총 12개국)

◦ (상세) 백악관은 동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국이 세 가지 의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역내 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 번영 약속

- ⒧ 역내 경제‧무역의 회복 : 참여국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역내 

무역 관계를 회복하고, 노동․환경 보호,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노력

- ⑵ 공동의 번영 : 노동 기준 강화 및 인력 개발 노력, 부패 및 탈세 

감시를 통해 공공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 추구

- ⑶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 참여국은 지역 경제 개발기구 활성화를 

모색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

◦ (반응) 공화당은 남미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불참을 

문제로 지적. 지역내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국들을 

포함하는 ‘USMCA 확대’(USMCA+) 추진 주장

* 자료 : 백악관 보도자료 (1.27), 폴리티코 (1.27)

□ (기후변화) 캘리포니아 주 의회, 대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상정

◦ (내용) 캘리포니아 주내 기업 탄소배출 정보 공개 법안* 제출 (1.30)
* California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은 ’26년부터 탄소배출 정보 공개 대상

- △기업 직접 활동으로 발생한 배출(Scope 1),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

(Scope 2),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Scope 3) 정보까지 포함

◦ (반응) 연방증권거래위(SEC) 제안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돼 논란

- SEC 제안(’22.3월)은 공개 의무를 상장기업(publicly-traded)으로 한정하고,
Scope 3 정보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 요구

- 주내 약 5,400개 기업이 해당 법안을 통해 직간접 영향권으로 추산.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는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로 반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1/27/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dvances-americas-partnership-for-economic-prosperity/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1/biden-unveils-americas-partnership-member-nations-0007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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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해당 법안 발의자들은 연내 법안 통과를 낙관적으로 전망

- 동 법안은 작년 州 하원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된 바 있으나, 우호적

여론 고조 속에 이번 회기 중 입법 성공 기대 중

- 이로써 향후 美 전역 기후공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전망

* 자료 : 폴리티코프로(1.30), National Law Review(1.12), SEC 등

□ (친환경) 에너지부, 바이오 연료 생산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발표

◦ (개요) 에너지부는 향후 10년 동안 교통․운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약 70% 감축을 목표로 수립하고,

- 바이오 연료 생산 촉진을 위해 미국 내 17개 프로젝트에 총 1억 

1,80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승인

◦ (상세) 바이오 연료는 일반 화석 연료에 비해 높은 생산성과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획기적인 저탄소 대체제로 평가받음.

- 동 지원금은 △통합 바이오 정제를 위한 사전 조사, △통합 바이오 

정제 시범 사업, △통합 바이오 정제 시현, △ 1세대 옥수수 에탄올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예정

* 자세한 선정 사업과 지원금 내용은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참고 (1.26)

-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은 에너지부 산하 ‘바이오 에너지 기술 사무소’

(BEO) 감독 아래 국내 폐기물 자원을 저탄소 바이오 연료로 전환

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반응) 에너지부는 동 프로젝트가 ’30년까지 연간 30억 갤런의 바이오 

에너지 기반 항공 연료를 생산하고, ’50년까지 연간 350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 생산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

- 제프 쿠퍼(Geoff Copper) ‘재생연료협회‘(RFA) 회장은 에너지부의 

보조금 지급 결정으로 첨단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사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 결정에 호평

* 자료 : 에너지부 보도자료(1.24), 더 힐(1.27)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1/california-bill-would-mandate-corporate-emissions-disclosures-00080084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environmental-developments-to-watch-california-2023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46
https://www.energy.gov/eere/bioenergy/articles/us-department-energy-awards-118-million-accelerate-domestic-biofuel
https://www.energy.gov/eere/bioenergy/articles/us-department-energy-awards-118-million-accelerate-domestic-biofuel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3833288-biden-administration-awards-118-million-for-biofuel-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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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동향) 상하원, 중국의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 지위 박탈 법안 발의

◦ (개요)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 중국의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 발의(1.30)

- 해당 법안(H.R.638)은 반인권적인 행위와 강제노동이 미국 무역의 

‘항구적,’ 혹은 ‘일상적’인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 ①중국에 부여된 PNTR을 박탈하고, ②잭슨-배닉법*을 수정, 인권과

통상질서 유린 여부를 최혜국 대우 부여 심사기준으로 포함

* 이민의 제한 등 인권ㆍ노동ㆍ환경을 저해하는 비시장경제 국가의 최혜국(MFN) 지위

부여를 제한하는 법안. 해당 국가는 매년 의회심사를 거쳐 최혜국 지위 부여

- 동 법안은 상원에서도 톰 코튼 의원에 의해 중국무역관계법(S.785,

China Trade Relations Act)으로 발의되었음(1.26)

◦ (배경)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H.R.7193)과 톰 코튼 의원(S.785)은

지난 117대 의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발의한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중국에 PNTR 지위 부여(2000년) 후 

미국은 일자리 감소,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중국공산당의 인권침해와 미국에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PNTR 지위 박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

- 스미스 의원은 현재 ‘의회 및 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참고)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PNTR 지위를 박탈(2022.4.8.)

- 지난 11월,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의 PNTR을 

박탈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

* 자료 : 톰 코튼 의원실(1.26),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실(1.30)

https://www.cotton.senate.gov/news/press-releases/cotton-colleagues-introduce-bill-to-end-chinas-permanent-normal-trade-status
https://chrissmith.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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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GM’s Profit Soars as Supply-Chain Problems Ease
(공급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증가하는 GM의 이익)

GM은 4분기 이익을 미화 20억달러로 공시. 공급망 문제 완화로 인한 생산 적체
해소와 가격 정책이 원동력으로 분석. 또한 리튬채굴 프로젝트 투자계획 발표

The Washington Post

Post Politics Now: ‘We’re going to get it done,’ Biden says of
long-delayed rail project in N.Y.

(바이든, 뉴욕의 장기 지연 철도 프로젝트 지원 의사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뉴욕에서 허드슨 강 터널 프로젝트가 국가적 숙원
사업이라며 조속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New York Times

In Debt Limit Fight, Republicans Won’t Say What Spending Cuts They Want
(부채상한 논쟁, 드러나지 않는 공화당의 패)

공화당, 연방 부채한도 증액의 댓가로 어떤 예산을 감축할지 내부적으로도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한도 증액 관련 타협은 없음을 강조

CNN

These benefits will disappear when Biden ends Covid emergencies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시 이런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공화당의 비상사태 해제 입법 시도에 맞서 백악관은 비상사태를 5월 11일까지
마지막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혀... 해제시 의료보험 지원대상 등이 감소될 전망

USA Today

George Santos quits House committees amid uproar over
lies: What we know

(‘거짓말 논란’ 조지 산토스 의원, 하원 상임위 사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면담 하루 후, 조지 산토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에서 사퇴... 그러나 의혹이 해결되면 복귀할 의사를 밝혀...

* 미국 동부시간 1월 31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ᆞ통상 일정

1.31(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2.1(수) 제롬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Fed Chair news conference)

2.2(목) 실업 급여 신청 건수(Initial jobless claim)

2.3(금) 실업률지표및평균시급(Unemployment rate, Average hourly earnings)

https://www.wsj.com/articles/general-motors-gm-q4-earnings-report-2022-11675166251?mod=hp_lead_pos1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1/31/biden-new-york-hudson-rail-house-republicans/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1/31/biden-new-york-hudson-rail-house-republicans/
https://www.nytimes.com/2023/01/31/us/politics/republicans-spending-debt-ceiling.html
https://www.cnn.com/2023/01/30/politics/may-11-end-of-covid-and-public-health-emergencies/index.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1/31/george-santos-resigns-house-committees/1115421000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1/31/george-santos-resigns-house-committees/11154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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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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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02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2023.01월

US23-01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 2023.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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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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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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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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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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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