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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2.22.(수) 제23-022호

◈ [Focus] 포드-CATL 미중 기술 협력 관련 현지 동향

◈ [What’s News]

 ․  (USMCA) USTR, 멕시코의 강제 노동 근절 움직임 적극 지지

 ․  (무역규제) 美 상원,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시사

 ․  (반도체) 상무부, 23일 CHIPS Act 보조금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IRA) EU 집행위 부위원장, 재무부 IRA 지침 발표 전 방미

 ․  (무역규제) 미 상원, 대중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요구 서한 공개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산업동향) 포드-CATL 미중 기술 협력 관련 현지 동향

1. 조사 배경

□ 포드, 중국 CATL과 협력한 신규 EV 배터리 공장 건설계획 발표(2.13)

◦ 포드 단독으로 미시간주 마샬에 35억불 투자, 연간 35 GWh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생산할 예정

◦ CATL은 (1) LFP 배터리 광물 배합식 등 생산 기술 제공(라이선스)과

(2) 기술진 파견(기술용역)을 통해 해당 공장 생산을 지원할 예정

* 아울러 일부 생산장비의 경우 중국에서 들여올 전망임

□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IRA 내 ‘우려국産’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으로 예상되던 CATL의 미국 진출 지연이 빗나가

◦ 포드 단독 투자ㆍ운영으로 (1) 우려국에 의해 생산ㆍ조립한 부품을 

사용했을 때의 제재와 (2) 대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회피

□ (1) 원가절감과 (2) 세액공제 혜택까지 잡은 선례로 평가되는 포드의

이번 결정의 배경과 현지 반응, 전망을 조사

mailto:seogil.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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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사간 협력 진행 경과

□ 포드, 2023-2026 전기차 공급망 전략 발표(’22.7.21)

◦ 포드는 ’23년 연간 60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6년까지 연간 2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

◦ ’23년까지 북미, 중국, 유럽에 총 4종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판매 포트폴리오를 확대

- 현재 NCM 배터리를 쓰는 기존 모델의 LFP 배터리 사용 파생형* 외 
LFP 배터리 탑재 신규 모델(픽업 1, 세단ㆍSUV형 1) ’26년까지 출시 전망
* 머스탱 마하-E(’23.하)와 F-150 라이트닝(’24.상)의 기본형(스탠다드 레인지)으로 예상

< 포드의 2023년 전기차 생산 목표 >
연번 모델명 목표시장 연간 생산량
1 머스탱 마하-E(SUV) 북미, 유럽, 중국 270,000
2 트랜짓 EV(상용밴) 북미, 유럽 150,000
3 F-150 라이트닝(픽업트럭) 북미 150,000
4 신형 중형 SUV(SUV) 유럽 30,000

[출처] 포드 미디어룸

◦ 기존 NCM 배터리(SK온, LG엔솔) 공급계약에 더해 LFP 배터리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하여 ’26년 예상 소요량의 70% 확보

- CATL과 북미ㆍ유럽ㆍ중국에서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련 MOU 신규
체결 및 40GWh 규모의 북미 LFP 배터리 공장 건설, ’26년 가동 추진
* CATL 중국 공장 납품 배터리 머스탱 마하-E와 F-150 라이트닝에 탑재

- 저가형 모델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용, 렌터카ㆍ조달 등 대량납품
모델에는 LFP 배터리 탑재 추진

< 포드의 배터리 공급 전략 및 모델별 배터리 탑재 전략 >

[출처] 포드 미디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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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L, 2020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 적극 모색

◦ CATL, 켄터키주 글래스고의 폐공장을 850만 달러에 인수(’20.12월),
약 35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을 세운 바 있음

- 언론에 따르면 ’21년 초부터 포드는 CATL과 북미 LFP 공장 설립을

논의한 바, 해당 계약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추정

* 포드, 켄터키 루이빌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발표(’21.9월)

◦ 멕시코, 캐나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 배터리 공장 건립을 

검토(’22.5월)하였으나 미-중 갈등 심화로 투자 계획 지연

* 현 고객인 테슬라(텍사스)와 BMW(사우스캐롤라이나)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심화되는 미중 갈등과 IRA 내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CATL은
직접 투자에서 기술 라이선싱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

3. 각계 반응

□ 미ㆍ중 양국, 포드-CATL 간 제휴에 대한 검토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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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해당 계약을 중국에서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

* 해당 계약 건은 이미 중국 정부 실무선의 검토는 완료된 상황

- 포드,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접촉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힘

◦ 미 정치권, 해당 건에 대한 CFIUS 심사, 의회 조사 등 실행할 의사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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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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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는 주정부와 행정부 vs. 선례가 될까 주목하는 전기차 업계

◦ 미시간주 정부는 주지사가 포드의 투자 발표 때 동석하는 등

포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약 10억불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로 화답

* 미시간주는 (기술 라이선스가) 전혀 새로운 사업방식이 아니라는 입장 견지

◦ 과거 미시간 주지사를 역임한바 있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도

해당 계약을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긍정하는 트윗을 남김(2.13)

◦ 산업계에서는 이번 포드-CATL 협력이 미-중 갈등으로 기업활동

제한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지 언론은 기존에 중국에서 직접 배터리를 수입해온 기업들의

경우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

4. 전망

□ (K배터리) 기존 계약 영향도는 미미, 미래 계약은 우려

◦ 이번 계약은 기존 NCM 배터리 물량 대체보다는 저가 트림 신설 

등에 따른 신규 소요 차원에 가까워

◦ 단, 이번 계약이 중국의 관련 특허 독점이라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해소해주는 선례가 될 경우, 미래 NCM 배터리 수요 감소 가능

- 리비안, 상용 및 기본형 모델 일부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가운데 

폭스바겐(VW), BMW도 신형 모델에 LFP 배터리 탑재 가능성 제기

*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24억불, VW), 엔비젼AESC(8.1억불, BMW) 미국 투자 계획 발표

□ (IRA 세액공제) 세액공제 수혜 유력

◦ 포드 경영진, 동 공장 배터리 탑재 차량이 3,750불 공제받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따라 공제액 추가될 것으로 예상

◦ 로펌 분석 결과 현 법ㆍ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단, 의회 차원의 제재 움직임이 있어 만약 관련 규정 신규 입안 

및 소급 적용 시 상황이 바뀔 수 있음

* 자료 : 포드 홍보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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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USMCA) USTR, 멕시코의 강제 노동 금지 근절 움직임 적극 지지

◦ (개요) USTR 성명을 통해 멕시코의 강제노동 근절 이행 적극 환영

-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멕시코의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발표(2.17)

- USMCA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금지를 명기한 미국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멕시코의 이번 결의가 목적 달성에 기여

◦ (상세) 미국은 무역 정책에서 강제 노동 금지를 필수적으로 포함·확대 중

-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무역 정책을 계속 확대 중

* 강제노동 단속 TF 및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미국-EU 무역 및 노동 협의,

미국-일본 인권 및 국제노동기준 TF 등

- 특히 USMCA에 기초하여 북미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구현 노력 강조

- 이번 멕시코 결의안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모두 아동 노동을 

포함하여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전망

* 이 밖에도멕시코는자국의노동시장환경개선등추가조치 ’23년 5월까지시행전망

◦ (반응) 美 상·하원에서도 환영의 목소리, 북미 공급망 평준화 강조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 “미국이 계속해서 강제 

노동에 대한 금지령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의 긴밀한 파트너(멕시코) 및 

자동차 공급망 내 주요 업체가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것은 북미 공급망

평준화에 매우 중요하다” 언급

-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의원은 “(멕시코 결의를 환영하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런 행위 종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인터뷰

* 자료 : USTR(2.17), 폴리티코(2.17)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3/february/statement-ambassador-katherine-tai-mexicos-action-imports-produced-forced-labor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2/mexico-moves-to-implement-usmca-forced-labor-commitment-00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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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규제) 美 상원,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시사

◦ (개요) 美 상원, 통관ㆍ검역 절차 강화로 미국 노동자 보호 확대 추진

- 상원은 중국 및 전 세계의 무역 규범 위반자들을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

- 중국의 위구르 지역 강제 노동 등 무역 부정행위(trade cheats) 사례 빈번 지적

◦ (상세)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연간 6,000억 추산, 관련 법규 갱신 목소리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6. 2월 제정)

- 오리건주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연간 지적재산권 

침해규모가 매년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지적

- 자료에 따르면 美관세국경보호청은 ’21 회계연도에 직전 연도(약 13억 달러)

대비 두 배가 넘는 33억 달러 상당의 위조품을 압류

* 압수된 물품의 약 33%는 중국산, 홍콩 18%, 터키 11% 순

<2020~2021년 품목별 미국의 위조품 압류 현황>

[자료: 美 관세국경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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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관세법의 현대화 갱신 시급, 보다 엄격한 무역 제재 “한 목소리”

- 위원회 임원인 마이크 크레포(Mike Crapo) 의원은 “미국 국경 출입 

단속에 관련된 법안 개정이 30년 전에 이루어진 만큼 세계 무역 

흐름에 발맞춘 개정이 시급하다”며 관세법의 현대화 강조
* 예) Government Issue Paper: 21st Century Customs Framework (21CCF) Task Force,
(2021년 Bill Cassidy, Sheldon Whitehouse 공동 발의)

- 근로자권익보호단체(Worker Rights Consortium)의 스콧 노바는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무역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

* 자료 : 美 관세국경보호청(1.3), 美 상원 재정위원회(2.16), 블룸버그(2.20)

□ (반도체) 상무부, 23일 CHIPS Act 보조금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개요) 상무부 지나 레이먼도 장관은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과 관련된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2.23(목)에는 정부의 칩 제조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차주에는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

- 동 발표에는 칩 공장과 재료·장비 공장에 대한 제조 지원금(390억 달러),
연구 개발 및 인력 교육 지원금(132억 달러), 제조 및 처리 장비에 대한 

25% 투자 세금 공제와 관련된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 (반응) 보조금 지원 계획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과 우려 공존

- (반도체 산업협회) CHIPS Act 발표 이후 40개(약 2,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제조업 투자가 발표된 점 강조, 보조금 집행에 따른 성과 기대 

- (WSJ) △신규 시설을 충당할 노동력 부족, △폭넓은 분배에 따른 각 

기업 수익 감소, △영향력 있는 일부 기업에 자금 편중 등을 우려

- 일부 경제학자는 철강 산업을 예시로, 시장 논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준의

보조금 경쟁은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

- (Goldman Sachs) 보조금 지원만으로 높은 아시아 의존도를 지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에는 무리지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은 강화될 것으로 평가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2.7, 2.22) 등

https://www.cbp.gov/trade/trade-enforcement/tftea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wyden-hearing-statement-on-stopping-illegal-trade-at-the-border-to-protect-american-workers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3-02-20/supply-chain-latest-us-senators-seek-to-stop-trade-cheats-with-customs-boost
https://www.wsj.com/articles/commerce-officials-to-detail-chips-act-application-process-this-month-11675780344?mod=article_inline
https://www.wsj.com/articles/chips-act-will-test-whether-u-s-can-reverse-semiconductor-exodus-f7c5a324?mod=hp_lead_po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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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EU 집행위 부위원장, 재무부 IRA 지침 발표 전 방미

◦ (개요) 뮌헨 안보 파트너십(MSC) 패널 논의 중, 발디스 돔브로브스키(Valdis

Dombrovski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워싱턴 방문 계획 언급(2.17)

- 부위원장은 3월 중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침 발표 이전에 방미할 전망

◦ (상세) 방미 일정 중 관련 부처와의 △IRA, △철강·알루미늄 무역,

△원자재 클럽(raw materials club)*, △탈탄소화 등 논의할 것이 유력

* 핵심원자재에대한공급망탄력성을강화하기위해미국과 EU를주축으로핵심원자재

공급망내주요공급·소비자를포함한프랜드쇼어링성격의위원회를창설하는구상

-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측이 EU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 현지 언론은 전기차 세금 공제를 위한 중요 광물 조달 조항에 원자재

클럽 참여국도 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EU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 

* 희귀광물관련협정(mini-deal)을통해 FTA 체결국이외에도수혜명분을확보할전략

◦ (반응) 대중 무역에 관한 상호 견해차가 변수로 지적

-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타이슨 바커(Tyson Barker) 선임

연구원은 EU가 무역 정책으로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

(China plus one)를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minus China)을 설계 중임을 지적

- 이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IRA 수혜 조건으로 EU에 미국의 

대중경쟁 전략 참여 강화를 요구할 것이 전망되며 EU의 수용 여부가 

부위원장의 방미 성과를 좌우할 주된 요소일 것으로 주장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2.17), 폴리티코(2.21) 등

https://insidetrade.com/daily-news/march-ira-deadline-nears-dombrovskis-plans-another-trip-washington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02/brussels-seeks-to-woo-washington-into-setting-up-raw-materials-club-00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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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규제) 미 상원, 대중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요구 서한 공개

◦ (개요) 상원, 수출통제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해명 요구(2.21)

- 상원 정보위원회는 광범위한 기술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에서 제외

되었지만 중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 요청

- 서한은 “상무부의 수출통제에도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

정보, 보안 시설 및 인권유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3.1까지 수출통제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 목록 등의 공개를 요청 

◦ (상세) 상원 정보위원회 서한은 다음 7개 사안에 대해 답변 요구

①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도가 높은 첨단산업 5개 식별 후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부여된 조사 권한으로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대중 

의존도를 포함하여 미 산업 역량을 평가

② 식별된 5개 첨단산업 내의 상무부가 발표한 통제 목록, 군사적 사용 

통제 및 기타 수출통제 메커니즘에서 제외된 기술 리스트 공개 

③ 상무부가 지난 48개월간 중국에서 수행한 기술의 최종 사용자 점검

횟수와 점검 시 발생한 문제점 설명 

④ 지난 48개월간 상무부 주관의 감시 기업 명단에 들어간 중국 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라이센스 발급 검토 결과 및 승인 통계 공개

⑤ ‘21년 발효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 집행 

결과 분석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기업 대상의 집행 계획

⑥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기술 중, 지난 48개월간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중국에 유출된 기술과 유출 경로 설명

⑦ 머신러닝과 AI 기술 개발에 중요한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현황과 통제되지 않은 기술들의 경우 그 사유를 설명

* 자료 : 상원 서한(2.9), 인사이드트레이드(2.21)

https://insidetrade.com/sites/insidetrade.com/files/documents/2023/feb/wto2023_0150a.pdf
https://insidetrade.com/daily-news/warner-rubio-ask-commerce-list-technologies-vulnerabl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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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Most Fed Officials Favored Quarter-Point Rate Rise
(연준 위원 다수는 베이비 스텝을 선호했었다)

지난 2월 연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연준 위원들은 베이비 스텝(0.25%p)을 통해
경제 성장(성숙)도를 더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 정책 강도 준비 가능

The Washington Post

Conflict concentrated along 600-mile front line between
Ukrainian, Russian forces

(전쟁 발발 1년 : 양국 군대의 600마일 대치선에 집중)

전쟁 발발 1년, 전쟁 양상은 다방면 침공에서 동남부 접경지대에서의
소모전으로 변화해 갔다

New York Times

Biden Showcases Support for NATO’s Eastern Flank as
Putin Courts China

(바이든의 나토 동부 전선 지지 확언, 푸틴의 중국 사절 영접)
전쟁 발발 1년, 바이든 대통령은 3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폴란드에서의 동부
전선 정상들과의 회담으로 마무리. 푸틴, 왕이 위원 만나 러중 관계 굳건함 과시

CNN

Ex-Russian president says country ‘will be torn to pieces’ if it loses war
(메드베데프, 패전 시 국가가 사분오열될 것이라 주장)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승전 없는 정전은 러시아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러시아만 멈추면 된다는 바이든의 발언을 반박. 아울러 뉴스타트 참여 중단 옹호

USA Today

White House: Trump and Republicans ‘owe East Palestine an apology’
(백악관, 오하이오 탈선 사건 책임을 트럼프와 공화당에 물어)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하이오 탈선 현장을 방문하며 공격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안전규정을 해지해서 발생한 것이라 반박

* 미국 동부시간 2월 22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ᆞ통상 일정

2.23(목) 최초 실업수당청구 (Initial jobless claims)
2.24(금) 1월 개인소비지출 (PCE index)
2.24(금) 1월 근원개인소비지출 (Core PCE index)
2.24(금) 1월 개인소득 증감률 (Personal income)

https://www.wsj.com/articles/fed-minutes-show-most-officials-favored-quarter-point-rate-rise-471bc0f6?mod=hp_lead_pos1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interactive/2023/russia-ukraine-front-line-map/?itid=hp-top-table-main_p001_f001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interactive/2023/russia-ukraine-front-line-map/?itid=hp-top-table-main_p001_f001
https://www.nytimes.com/live/2023/02/22/world/russia-ukraine-biden-news
https://www.nytimes.com/live/2023/02/22/world/russia-ukraine-biden-news
https://www.cnn.com/europe/live-news/russia-ukraine-war-news-2-22-23/h_e8cfb3559bd5978327d401aa3bccb2d0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22/white-house-blame-trump-gop-east-palestine-spill/113226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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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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22)

코인시-7

(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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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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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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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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