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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2.17.(금) 제23-020호

◈ [Focus]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 [What’s News]

  ․ (무역통상) 美 상원, 멕시코산 철강 수입에 대한 제재 촉구

  ․ (미중관계) 중국,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제재

  ․ (투자규제) 양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포드-CATL 간 협력

  ․ (강제노동) 미 상원, 자동차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근절 추진

  ․ (수출통제) 미, 수출통제 위반 감시 전담조직(TF) 창설

  ․ (WTO) 미국, WTO 반도체 분쟁조정 관련 러시아 측 요청 거부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규제)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1. 조사 배경

 □ 바이든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2.7)에서 “국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자재에 미국산 사용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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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30일간 공개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개정 확정 예정

□ 작년 상무부․교통부 등이 발표한 바이아메리카 면제 동향을 통해 

일각에서 미국산 특혜 제도의 일부 완화 전망이 제기됐으나,

◦ 바이든 대통령 연설 이후, 주요 인프라 사업 주관 부처로부터 바이

아메리카 규제 강화 동향 감지 

- 동 보고서는 현재 기준 해당 면제 사례 동향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바이아메리카 정책 기류 변화 점검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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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아메리카 면제 사례 현황

가. 전기차 충전기

□ (개요) 연방고속도로청(FHWA),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최신 지침 공개

◦ ’21년 인프라 투자법 예산이 반영되는 ‘연방 전기차 인프라 예산 지원 

프로그램’ (NEVI)*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음 2개 지침을 발표(2.15)
* 주․지방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보조금 지원(50억 달러 예산)

- ⒧ 전기차 충전소 설치․운영․유지보수 관련 표준 제안, ⑵ 인프라

투자법 內 ‘바이아메리카 요구조건’과 관련한 이행지침

◦ 상기 2번 지침은 ’22.8월 FHWA가 제안했던 바이아메리카 지침을 대체

’22.8월 지침은 ⒧ ’22.12.31까지 모든 바이아메리카 규제 한시 유예, ⑵ ’23.1.1

부터 국내 조립 생산 의무 적용, ⑶ ’23.7.1부터 국내 조립 생산 + 부품비용의 25%

이상 국내 생산 의무 적용, ⑷ ’24.1.1부터 국내 조립 생산 + 부품비용의 55% 이상

국내 생산으로 단계적 강화

□ (신규지침) 국내 조립 의무 즉시 적용, ’24.7.1부터 국산 부품 55% 규칙 시행

◦동 지침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2단계 바이아메리카 규정 확정

- ⒧ ’24.7.1 이전 생산된 충전기에 국내 조립 생산 의무 적용

- ⑵ ’24.7.1 이후 생산된 충전기에 부품비용 55% 이상 국내 생산 의무 적용

※그밖에철강이주로(predominantly) 사용된충전인프라시설은해당면제에서제외

◦ 신규지침은 관보 게재 후 30일 이내 효력 발생 예정

- 관련 의견은 관보 게재 후 5일 이내 FHWA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

□ (반응)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 지연 불가피 전망

◦ 교통부의 업계 의견 청취 결과, 전기차 충전 제조기업 13개가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응답, 이 중 3개 기업*만 고속 

충전기 생산 가능  * ChargePoint, FreeWire Technologies Inc., Rhombus

◦ 그럼에도, 현재 세계적 전기차 충전기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고려

했을 때,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 지연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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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자재

 □ (경과) 건축자재에 대한 교통부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는 효력 만료

◦ ’22.4.28. 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

(temporary waiver)를 제안하고, 업계 의견 청취 후 최종 지침 수립 예정

- 180일 동안(11.10까지) 건축자재 조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집행 중단

◦ 이후 ’22.11.15. 교통부는 임시 면제 연장 중단 공지

□ (확정) 백악관, 미국산 자재 관련 바이아메리카 지침 공개(2.8)

◦ 백악관 관리 예산처(OMB)는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연방 부처에 

공통 지침 하달

-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반드시 바이

아메리카 특혜 조항 반영 요구 (모든 하도급 사업까지 적용)

- 대상 건축자재로 7개 제품군* 지정 (추가 지정 가능)

* 비철금속, 플라스틱및폴리머기반제품, 복합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벽제

 다. 통신장비

□ (경과)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한시적 면제 제안 (’22.9.19)

◦ NTIA*의 Middle Mile Grant Program(MMG) 수행을 위해 광역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등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규제를 제한적으로

면제(Nonavailability Waiver)할 것을 제안하고, 유관 업계 의견 요청

- 해당 면제 기간은 2023.3.1.~2024.3.1.까지 1년으로 제한

* NTIA는인프라투자법예산 425억달러를 6월부터소외지역인터넷망구축에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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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최근 NTIA는 바이아메리카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

◦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2.7)을 통해 건설자재 바이아메리카 강화를

공언한 직후, NTIA는 미국산 특혜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성명

- NTIA는 자체 조사 결과 현재 광케이블 등에 바이아메리카 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들이 리쇼어링 또는 생산 확대를 통해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협력하겠다”라고 밝힘.

◦ 현지 언론은 NTIA가 현재 검토 중인 MMG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면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3. 시사점

 □ 백악관의 확고한 바이아메리카 의지에 따라 관계 부처 집행 강화 포착

◦ 한때 업계 의견을 수용해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교통부, 상무부 등

인프라 주무 부처는 최근 경쟁적으로 미국산 특혜 강화 재확인

□ 미국 건설업계, 강화 중인 바이아메리카 규제에 우려 고조

◦ 대부분 기업이 인프라 법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하는 데

곤란을 토로하며, 한시적 제도 유예 필요 주장 (전미 건설협회 설문 ’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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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아메리카 제도 세부 내용과 산업 피해 분석에 주력할 필요

◦ 바이아메리카 정책의 기술적인 세부 내용(면제 범위, WTO․FTA와

관계, 대상 품목 등)이 모호한 가운데, 유관 산업별 수출영향 평가 필요

 * 자료 :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 연방관보, 백악관, 상무부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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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무역통상) 美 상원, 멕시코산 철강 수입에 대한 제재 촉구

◦ (개요) 미 상원, 멕시코산 철강 수입 급등세 지적하며 행정부에 조치 촉구

- 멕시코산 철강은 ’19~22년 미국의 철강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232조 관세 해제 이후 수입 급등세 

* 기존 협정 시절보다 약 577% 증가

- 해당 서한은 톰 틸리스(Thom Tillis (R-N.C.))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초당적으로 상원의원 12명이 공동 서명

◦ (상세) 미국 내 제조업ㆍ일자리에 악영향 지적, ‘즉시 협의’ 촉구

- 서한은 멕시코산 철강 수입으로 인해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200개의 

관련 일자리를 잃었고, 철강 도관을 생산하는 업체 한 곳이 문을 닫는 

등 여러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

- 기존 2019년 공동성명서의 재협상 조항에 의거해 ‘즉시 협의’ 촉구

*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on Section 232 Duties on Steel and Aluminum

※ “알루미늄 또는 철강 제품의 거래양이 일정 기간 동안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

수입국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수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at imports of aluminum or steel products surge

meaningfully beyond historic volumes of trade over a period of time,

with consideration of market share, the importing countr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exporting country“

- 만약 멕시코 정부가 자율적인 수출 관리에 실패 시, 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현지 언론 폴리티코는 미국-멕시코 간 무역 분쟁이 옥수수, 에너지,

자동차 원산지 분쟁에 이어 철강 수입에까지 번지고 있다며 양국의

이어지는 무역 분쟁 소식 보도

* 자료 : 폴리티코(2.15), 인사이드트레이드(2.15)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newsletter/2023/02/the-newest-trade-conflict-with-mexico-00082927
https://insidetrade.com/daily-news/senators-urge-tai-raimondo-address-mexican-steel-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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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 중국,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제재

◦ (개요) 중국 상무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ㆍ레이시온 대상 제재 발표(2.16)

- 중국 상무부, 대만 지역에의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unreliable entities)' 명단에 포함했다 발표

- 이로 인해 두 기업은 중국과의 일체의 무역 및 중국 대상 신규 투자가

차단되었으며 고위 관리직의 중국 내 체류ㆍ거류 자격 정지 예정

- 아울러 ’20년 9월 이후 두 회사가 대만에 판매한 무기 계약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15일 내 미납부 시 추가 벌금 부과 예정

◦ (상세) 이번 조치는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상징적 대응으로 해석

- 현지 언론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미국의 2개 기업이 ‘정찰풍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니란 점에서 이번 조치를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Hits Back)'로 평가하며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

※ 미국 상무부는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해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수출 통제 조치 실시(2.10)

- 홍콩 시립대학의 중국 정치학 조교수 동슈 리우(Dongshu Liu)는 “이것은

중국의 단호함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인터뷰

-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제재는 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오는 17∼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 회의에서 양국 안보 관계자 간 회동 여부에 주목

*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참석 예정

* 자료 : 블룸버그(2.16), NBC News(2.1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16/china-sanctions-lockheed-raytheon-over-arms-sales-to-taiwan
https://www.nbcnews.com/news/world/china-warns-us-spy-balloon-escalation-biden-rcna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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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규제) 양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포드-CATL 간 협력

◦ (중국) 중국 정부, 포드-CATL 간 기술 라이선스 계획 검토 예정(2.16)

- CATL의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이 포드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

고위급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 검토결과는 최고위층까지 보고될 예정이나 형식, 일정 등은 알려진 바 없음

- 하지만 해당 계약이 취소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중국 배터리 기술의 우월성이 검증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중

* 해당 계약 건은 이미 중국 정부 실무선의 검토는 완료된 상황

- 포드,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접촉은 없다고 밝힌 상태

◦ (미국) 정치권,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한 검토 필요성 제기

-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미 재무부ㆍ에너지부ㆍ교통부에 해당

계약에 대한 CFIUS의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2.13)

* 해당 서한에는 IRA의 수혜를 CATL 등 중국 정부 지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받게 허용할 것인지가 포함된 7개 질문 동봉(※30일 이내에 답변을 요청)

- 조 맨친 상원의원은 전기차 공급망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우려하며 

포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취할 예정임을 시사(2.15)

* 관계자에 따르면 조 맨친 의원은 포드에 계약서 공유를 요청(2.16)

◦ (전망) 신냉전 시대,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선례’가 될지 주목 필요

- 익명을 요청한 로펌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현 제도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나중에라도 (CFIUS 심의 등이)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힘

- 이번 계약에 대한 의회 차원의 보이콧 움직임이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확인되는 가운데, 미시간주 정부는 이번 건이 ‘새롭거나 흔치 않은’

유형이 아니라며 “미시간주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며 반박

- 한 편, 미시간 주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계약을 대통령의 업적으로 긍정하는 트윗을 남김(2.13)

* 자료 : 로이터(2.16), 마르코 루비오 의원실(2.14), 제니퍼 그랜홈 트위터(2.13) 등

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china-scrutinize-fords-ev-battery-deal-with-catl-bloomberg-news-2023-02-16/
https://www.rubio.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26D9FBA2-BFD2-4D61-84B6-A3A82C598CFE
https://twitter.com/SecGranholm/status/162521059209609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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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 미 상원, 자동차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근절 추진

◦ (개요) 상원 금융위 청문회(2.15)에서 자동차 공급망과 위구르 강제노동

간 상관관계 조사 및 규제 집행 강화 주장 제기

-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걸친 강제 노동 현황을 

상세 조사 중이고, 그에 따른 집행 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발언

- 현재 금융위는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 기능 강화 필요에 공감

* 위구르 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위반 시 CBP의 처벌 규정 강화 등

- 필요시 주요 자동차 기업 대표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환 시사

◦ (배경) 와이든 금융위원장, 8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서한 발송,

이들의 공급망과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간 관계 소명 요구(’22.12.23)

    * 포드, 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 자동차 업계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21.12.23 제정) 위반 조사를 

위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요구(’23.1.13 기한)

- 상원 금융위는 조사 시행 후 위구르 강제노동과 연관성이 적절히 소명

되지 못하면 해당 업체 제품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 자료 : 폴리티코프로(2.17), 상원 금융위(’22.12.22)

□ (수출통제) 미, 수출통제 위반 감시 전담조직(TF) 창설

◦ (개요) 법무부와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정책 위반 사례단속을 위해 

‘파괴적 기술 타격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 TF 창설(1.16)

- 바이든 정부는 이번 TF에 위반 사례 조사를 주문하며 부처 간 협력 

증진과 더불어 동맹국과 함께 진행 중인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중국 대상의 첨단 기술 수출통제를 강화를 꾀함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newsletter/2023/02/wyden-puts-the-auto-industry-on-notice-00083387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senate-finance-committee-chair-wyden-questions-major-automakers-about-supply-chain-links-to-forced-labor-in-xinjiang-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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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국내외 민간 기업과 정부 간 협력 강화 약속

-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NSD)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BIS)은 

12개 대도시에 소재한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지사,

전문가들과 TF를 구성

- TF는 수출통제* 위반 행위와 핵심 기술 자산의 우려국 거래 사례

감시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간 

기업 및 외국 정부와 협력 강화를 약속

*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제한(’22.10월)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참여에 합의(1.27)

◦ (반응) 수출통제 감시 기능 강화와 추가적인 투자 모니터링 요구

- 리사 모나코(Lisa Monaco) 법무부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TF의 목표는 

미국 기술을 유출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반도체와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한 위협을 미리 식별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녀는 우려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해외

투자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

*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2.16), 폴리티코(2.16)

□ (WTO) 미국, WTO 반도체 분쟁조정 관련 러시아 측 요청 거부

◦ (개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미국은 대만의 동 분쟁 참여 요청을 승인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요청은 거부 

- 미국은 러시아의 요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위치와 양국 간 밀착된 교역 관계를

사유로 대만의 분쟁 협의 참여 요청은 수용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and-commerce-departments-announce-creation-disruptive-technology-strike-force#:~:text=%E2%80%9CThe%20Disruptive%20Technology%20Strike%20Force,Attorney%20General%20Matthew%20G.%20Olsen.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2/biden-administration-to-crack-down-on-export-control-violators-00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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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미국은 ’18년 수출통제개혁법과 수출행정규정에 따라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이에 반발해 중국은 

지난 12월 해당 건을 WTO에 제소

* 분쟁해결규칙 4.11조에서 무역 실익이 있는 WTO 회원국의 추가 참여 가능 명시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가 “실질적인 

무역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말 WTO의 대중 

수출통제 분쟁 협의에 동참을 요청

-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다른 WTO 회원국과 

함께 러시아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 지위를 박탈했고, 추가 서신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의도가 없다”라고 명시(2.16)

- 이와 별개로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중요성과 양 국간 관계를 

언급하며 대만의 분쟁조정 참여 요청을 수락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2.16), WTO 서신(2.16)

https://insidetrade.com/daily-news/us-denies-russia-s-request-join-dispute-china-accepts-taiwan-s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615-6.pdf&Ope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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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Meta Gives Thousands of Staff Subpar Reviews
(메타, 직원 천여 명에게 평균 이하의 평가점수 부여)

관계자들은 이 업적평가 결과가 메타의 추가적인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힘

The Washington Post

U.S. fines firm $1.5 million for hiring kids to clean meatpacking plants
(미, 육류 가공공장 청소에 아동을 고용한 기업에 150만 달러 벌금 부과)
미 노동부, 해당 기업이 최소 102명의 아동을 심야 교대에 고용했다고 밝혀...
이들은 위험한 화학물질로 육류 절단기 등 날카로운 장비들을 세척해와...

New York Times

U.S. and China Vie in Hazy Zone Where Balloons, U.F.O.s and Missiles Fly
(구름이 머무는 곳까지 확대된 미-중 경쟁)

미 정부 관계자, 중국이 ‘중간권’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많이
진척되어 있을까 우려... 중간권은 현재 국제법이 미치지 않아...

CNN

Analysis : Fox News has been exposed as a dishonest organization
terrified of its own audience

(폭스 뉴스, 시청자들이 두려워 언론 윤리를 저버렸나)
폭스 뉴스의 고위급 인사들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서 해당 언론사가 시청자들의
이탈을 우려해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

USA Today

Fox News stars didn’t believe 2020 election fraud claims,
despite pushing them

(믿진 않았지만... 2020 미 대선 조작 의혹을 보도한 폭스 뉴스 진행자들)
폭스 뉴스 진행자들이 2020 미 대선 조작 의혹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주고
받은 정황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타나

* 미국 동부시간 2월 17일 14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ᆞ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https://www.wsj.com/articles/og-mark-returns-at-meta-as-facebook-parent-gives-thousands-of-staff-subpar-reviews-56e648b4?mod=hp_lead_pos1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3/02/17/child-labor-meatpacking-department-of-labor/
https://www.nytimes.com/2023/02/17/us/politics/china-us-balloons-ufo.html
https://www.cnn.com/2023/02/17/business/fox-news-dominion-lies/index.html
https://www.cnn.com/2023/02/17/business/fox-news-dominion-lies/index.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17/fox-news-hosts-2020-election-fraud-claims-dominion-lawsuit/1127995700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17/fox-news-hosts-2020-election-fraud-claims-dominion-lawsuit/112799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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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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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05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2023.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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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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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월중순공개)

2.21

공개 예정

코인시-7

(2023.1.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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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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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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