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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2.10.(금) 제23-017호

◈ [Focus] 백악관, 바이아메리카 시행지침 개정

◈ [What’s News]

  ․ (USMCA) 미, 자동차 원산지 분쟁 판결결과, 곧 입장 표명

  ․ (반도체) 민주당,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 의회 서한 발송 

  ․ (전기차) 에너지부, 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지원

  ․ (수출통제) 바이든 행정부, 중국 정찰 풍선 대응 조치 공개 전망

  ․ (입법동향) 상원, 동맹국 대상 경제 보복에 대한 지원 법안 재발의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미국산 특혜) 백악관, 바이아메리카 시행지침 개정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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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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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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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seogil.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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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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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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M-2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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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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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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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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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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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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초 및 재킷을 통한 제조)가 미국 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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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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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품목 추가 필요 여부(코팅, 벽돌, 합성목재 등), ⑶ 기타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의견 및 추가 개선 사항 등 

* 자료 : 백악관 OMB, 미국 관보, 블룸버그통신 등

http://www.regulation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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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USMCA) 미, 자동차 원산지 분쟁 판결결과, 곧 입장 표명

◦ (개요) USMCA 자동차 원산지 분쟁 판결결과 검토 기한 도래(2.10)

- 美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 USMCA 분쟁 패널의 미국 패소 판정(’22.12.14)로부터 45일 도래

◦ (상세) 미국의 통상분쟁 판결결과 준수 여부에 현지 관심 집중

- 미국은 최근 USMCA 패널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 (현지시간 오후 3시 기준)

- 북미 3국이 추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미국이 판결 준수를 거부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해당 피해 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보복을 미국 

측에 가할 권리를 가지게 됨.
* 단, 캐나다낙농업, 멕시코에너지분쟁등과관련하여북미 3국간추가협상여지존재

-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 시행 시 미국은 해당 금액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사안은 다시 USMCA 분쟁 해결 패널에서

다뤄질 예정

[참고] 2022년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승용차 등 무역 수지 현황

승용차 부품 및 기타 차량 무역 수지
멕시코 약 350억 달러 약 1150억 달러 (적자)1120억 달러
캐나다 약 260억 달러 약 230억 달러 (흑자)105억 달러

[자료: 미 상무부 수출입통계, 폴리티코 인용]

- 미국의 ’22년 자동차 교역 적자는 2,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

* 멕시코(1,120억), 일본(463억), 한국(290억), 독일(203억), 중국(109억) 순

- 폴리티코는 외교관계위원회(CFR) 이누마낙(Inu Manak)의 인터뷰를 인용,

“(미국이 판결 결과를 불복하면) USMCA 분쟁 해결 기능을 약화시키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3국 간 협력 노력을 퇴색시키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보도

* 자료 : USMCA 분쟁판결문(1.11), 폴리티코(2.10)

https://insidetrade.com/sites/insidetrade.com/files/documents/2023/jan/wto2023_0030a.pdf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newsletter/2023/02/optical-company-eyes-tariffs-relief-during-tai-visit-000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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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민주당,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 의회 서한 발송 

◦ (개요) 상무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지침 공개(2.23일 예정)를 앞두고 

183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상무부에 의회 서한 발송(2.9)

◦ (내용) 업체 심사 및 자금 지원 조건으로 노동 규범 강화, 고용 

생태계 조성, 제조 역량 및 공급망 강화, 투자 위험 완화 등을 강조

<민주당 하원 發 반도체 보조금 심사·지원 시 고려할 10개 권고 사항>

① 지역 노동인구에 반도체 생산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② 건설 계약 시 프로젝트 노동 계약(PLA)을 보장하는 기업

③ 직업 수준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④ 생산 과정 내 안전을 보장할 근로자 주도의 건강·안전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기업

⑤ 광물 가공·산업용 가스·실리콘 생산·성숙 반도체 칩 산업을 지원해

국내 자동차·항공·차세대 칩 제조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⑥ 유연한 대출 계약을 활용해 투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

⑦ 구매자와 협력해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선별

⑧ 미국 기업 하도급 및 미국산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기업을 선별

⑨ 지원 시 우려국 투자 및 자사주 매입·배당금 활용 금지 조항을 

강조하고, 고용 창출이 미흡하고 노동법을 미준수할 시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을 언급 

⑩ 의회에 고용실적과 노동환경을 보고해 보조금 사업 개선 방향 연구

* 자료 : 민주당 하원의원 서한(2.9), 폴리티코(2.9) 등

https://lindasanchez.house.gov/sites/lindasanchez.house.gov/files/CHIPS%20Letter.pdf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2/house-dems-urge-raimondo-to-set-high-labor-standards-for-chips-money-000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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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에너지부, 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지원

◦ (개요) 에너지부는 미국 전기차 생태계를 지원할 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의 20억 달러 규모 융자 지원안을 발표 (2.9)

- 동 프로젝트는 휴대폰, 노트북 등의 수명이 다한 리튬 배터리에서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 재활용하여 음ㆍ양극재를 생산

◦ (상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배터리 생산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광물(구리, 리튬, 니켈, 등)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 광물의 수입에만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부는 이번 시설 투자로 연간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음ㆍ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0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社(Redwood Materials)는 

이번 추가 투자로 약 3,400개의 건설업 일자리와 1,600개의 공장 

관리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반응) 폴리티코는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추출을 통해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국 광물생산 확대로 IRA 세액 공제 

기준 충족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분석

* 자료 : 에너지부 보도자료(2.9), 폴리티코(2,9)

□ (수출통제) 바이든 행정부, 중국 정찰 풍선 대응 조치 공개 전망

◦ (개요)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된 기업을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10일 내 공개할 것으로 보도(2.10)

-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미국의 주권을 침해했으며, 미국은 

그러한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를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동 수출통제도 국가 안보를 근거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https://www.energy.gov/lpo/articles/lpo-offers-conditional-commitment-redwood-materials-produce-critical-electric-vehicle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2/biden-administration-grants-2-billion-loan-for-electric-vehicle-battery-materials-0008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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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한편, 현지 언론은 정찰 풍선 사건 이후 미국 정계 내 대중 

투자 감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음을 보도(2.9)

- 뉴욕타임스는 행정부가 4월 이전에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범위를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으로 지목

* 자료 : 블룸버그(2.10), 뉴욕타임스(2.9) 등

□ (입법동향) 상원, 동맹국 대상 경제 보복에 대한 지원 법안 재발의

◦ (개요) 토드 영 상원의원, 2023 경제적 강압 대응법(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ct of 2023) 발의(2.7)

- 해당 법안(S.295)은 미국의 동맹국인 피해국에 대한 지원과 가해국을 

제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미 대통령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 ①피해국ㆍ가해국에 대한 관세 조정, ②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융자 관련 조건 면제, 의회지출 편성 등 정책적 지원 포함

- 동 법안은 크리스토퍼 쿤 민주당 상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

◦ (배경) 두 의원은 지난 117대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음(S.4514)

- 작년 대비 피해국에 대한 무역 지원 정책에 더해 관세 인상,
수입쿼터 조정 등 가해국 대상의 무역 제재 권한을 신규 부여
* 아울러 반덤핑ㆍ상계관세 관련 조치는 불가함을 명시하는 등 관세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

- 국무장관에게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경제 보복 사안에 대해서 동맹국ㆍ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 등이 새로이 담김

◦ (전망) 의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많은 의원들의 관심

분야이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

- 상하원 분열 속에서도 대중 경쟁 관련 법안들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

* 자료 : 토드 영 의원실(2.8), 인사이드트레이드(2.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10/us-set-to-sanction-chinese-firms-connected-to-balloon-uproar?srnd=premium
https://www.nytimes.com/2023/02/09/business/us-china-investing-tech-biden.html
https://www.young.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young-coons-introduce-bill-to-counter-economic-coercion-of-allies-and-partners
https://insidetrade.com/daily-news/young-coons-revise-economic-coercion-bill-support-targets-penalize-perpe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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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Russia to Cut Oil Output, Pushing Up Prices
(러시아 원유 생산 감축으로 원유 가격 상승추세)

모스크바는 원유를 5% 감산할 계획... 푸틴이 공언한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을
지원하는 조치이지만 또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를 보여줘...

The Washington Post

U.S. jets shoot down ‘high-altitude object’ over Alaska
(미국 전투기, 알래스카 상공의 부유물체 격추)

미국 국가안보위는 자동차 정도의 크기의 해당 물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혀... 다만 민간 항공에 위협이 되었음은 분명

New York Times

Chances of Recession Start to Dim as Experts See a
Possible Growth Rebound

(전문가, 미국 경제 재반등 전망, 침체 가능성 저하)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며 성장세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경제는
활황세를 띌 것으로 보여... 그러나 제조업 관련 수치는 아직 부정적 신호

CNN

Fighter jet shoots down object over US Waters
(전투기, 미국 영해에서 이상물체 격추)

작은 자동차 사이즈의 해당 물체는 알래스카 상공 고도 4만피트에서 비행
중이었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 군부에 격추를 지시

USA Today

FBI finds 1 more classified document during search of
Pence’s Indiana home

(FBI, 펜스의 인디애나 자택에서 기밀문서 1건 추가 발견)

FBI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인디애나 저택의 수색을 금요일 개시한
가운데 기존 보고된 것에 추가적으로 문건이 발견

* 미국 동부시간 2월 10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ᆞ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https://www.wsj.com/articles/russia-to-cut-oil-production-sending-prices-higher-5697a8e8?mod=hp_lead_pos5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2/10/military-shootdown-alaska/
https://www.nytimes.com/2023/02/09/business/economy/fed-economy-recession-rebound.html
https://www.nytimes.com/2023/02/09/business/economy/fed-economy-recession-rebound.html
https://www.cnn.com/politics/live-news/object-shot-down-alaska/index.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10/mike-pence-fbi-search-classified-records/1119704600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10/mike-pence-fbi-search-classified-records/111970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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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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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04 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3 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 판결 결과 및 시사점 2023.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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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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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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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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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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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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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