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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내 확산 현황
◉

동향분석실
정혜선 수석연구원

02-6000-5106, hs.jung@kita.or.kr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홈리빙 등 5대 유망
분야에 대한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부터 친환경, 탄소중립,
공공의료 강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약을 강조해 왔으며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 확보로 우호적인 의회 환경 속에서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미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이 동시에 이뤄지며 나타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도 미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신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자국산업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미국 내
정책 동향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01. 최근 대미 무역 및 투자동향
◉ (상품) 2020년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741.6억 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574.9억 달러 기록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반도체(25.3%), 컴퓨터(104.3%) 수출이
급증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원유(-40%)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최근 감소세를 나타낸 무역수지는 2019년 역대 최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52억 달러 증가한 166.7억 달러 흑자 기록

對美 상품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664.6 686.1 727.2 733.4 741.6
(증감률) (-4.8) (3.2) (6.0) (0.9) (1.1)
수입 432.2 507.5 588.7 618.8 574.9
(증감률) (-1.8) (17.4) (16.0) (5.1) (-7.1)
무역 1,096.8 1,193.6 1,315.9 1,352.2 1,316.5
(증감률) (-3.7) (8.8) (10.2) (2.8) (-2.6)
수지 232.5 178.6 138.5 114.7 166.7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수입
품목명 2019 2020
품목명 2019
자동차 157.4 157.6 (0.1) 원유 89.8
반도체 59.5 74.6 (25.3) 반도체제조장비 32.0
자동차 부품 62.1 55.0 (-11.5) 반도체 37.1
컴퓨터 21.3 43.5 (104.3) LPG 31.6
무선통신기기 41.5 30.8 (-25.8) 항공기및부품 35.3
석유제품 43.5 23.2 (-46.6) 자동차 19.2
플라스틱 제품 16.2 16.4 (1.0) 육류 24.7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020
53.9 (-40.0)
46.3 (44.6)
34.5 (-7.0)
29.3 (-7.3)
26.1 (-26.0)
26.1 (36.0)
23.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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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미 상품 무역수지는 흑자인 반면 서비스 무역수지는 여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자 지속

한국의 對美 서비스 무역 동향
수출
수입
여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2016

145.7
285.4
69.3
55.8
-139.8

2017

149.2
312.6
71.0
56.5
-163.4

2018

(단위: 억 달러)

2019

162.6
305.8
70.1
54.0
-143.2

178.6
312.5
64.8
49.4
-134.0

자료: 한국은행

◉ (투자)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1위국
한국의 對美 투자는 금융 및 보험,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국내 기업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지공장 건설 및 지분투자 활발

* ’17년 삼성전자의 하만(Harman, 전장) 인수, ’18년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 공장 건설(석유화학),
’19년 KCC․SJL파트너스․원익그룹의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Momentive, 실리콘) 인수 등

미국의 對韓 투자는 최근 의약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체 제조업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19.5억 달러 기록(신고액 기준)

* 미국의 對韓 의약분야 투자액(만 달러) : 1,653.4(’17) → 18.9(’18) → 16,284.0(’19) → 30,413.3(’20.1-9)
** 미국의 對韓 제조업 투자액(억 달러) : 13.2(’17) → 17.7(’18) → 19.5(’19) → 12.4(’20.1-9)

한․미 투자동향(전체)

(단위: 억 달러, %)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금액
(순위)
금액
(순위)

2017 2018 2019 2020.1-9.
137.7 127.3 184.0
121.9
1
1
1
1
47.1 58.8 68.4
30.4
1
1
1
1

주: 신고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10년 간 산업별 한․미 투자비중
한국 → 미국

(단위: 비중 %)

미국 → 한국

주: 2011-2020.1-9월 누적 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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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 수입시장 동향 및 수출 유망분야
(1) 2020년 미국 수입시장 동향

◉ (총괄) 2020.1-11월 기준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감소한 2조 1,211억 달러 기록

미국의 경제성장률 및 對세계 수입 동향
경제성장률
수입액
(증감률)

2016

1.7
21,867.9
(-2.8)

2017

2.3
23,395.9
(7.0)

주: 2020년 경제성장률은 IMF WEO 전망치(2020.10월)
자료: IMF, BEA, USITC

2018

(단위: 전년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3.0
25,377.3
(8.5)

2019

2.2
24,975.3
(-1.6)

2020.1-11.
-4.3f
21,211.0
(-7.6)

◉ (국가별) 전반적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19.5%), 대만(10.7%)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중국(-5.8%)으로부터 수입은 추가관세 부과(2018.7월 이후)에
따른 영향이 겹치며 지속 감소
대한국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686.8억 달러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한국산 점유율은 3.24%로 2017년 3.05% 대비 0.19%p 소폭 증가

미국의 국가별 수입 동향
국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한국
아일랜드
대만

2017
금액 증감률
5,051.7 9.2
3,126.7 6.5
2,990.7 7.7
1,364.1 3.3
1,175.4 3.0
464.8 10.4
359.7 -1.0
714.2 2.2
488.6 7.3
424.2 8.2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점유율%, %p)

2018
2019
점유율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a)
(21.59) 5,392.4 6.7 4,516.5 -16.2
(13.36) 3,442.7 10.1 3,579.7 4.0
(12.78) 3,185.2 6.5 3,194.3 0.3
(5.83) 1,422.4 4.3 1,435.7 0.9
(5.02) 1,257.8 7.0 1,275.1 1.4
(1.99) 491.6 5.8 666.3 35.5
(1.54) 410.9 14.2 446.4 8.6
(3.05) 742.4 4.0 774.7 4.3
(2.09) 574.5 17.6 618.9 7.7
(1.81) 457.3 7.8 542.5 18.6

2020.1-11.
점유율변화
금액 증감률 점유율
(b) (b)-(a)
3,935.7 -5.8 (18.56) (-3.04)
2,958.1 -10.5 (13.95) (+0.58)
2,456.8 -15.9 (11.58) (-1.20)
1,080.8 -18.1 (5.10) (-0.74)
1,041.7 -10.9 (4.91) (-0.11)
727.2 19.5 (3.43) (+1.44)
700.9 73.3 (3.30) (+1.77)
686.8 -3.1 (3.24) (+0.19)
593.2 4.3 (2.80) (+0.71)
547.2 10.7 (2.58) (+0.77)

자료: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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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요 품목의 수입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보건의료
관련 품목과 금(金)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자동차(-22.0%), 통신기기(-7.8%), 원유(-40.1%) 등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기민감형 품목의 수입이 일제히 감소
방역 관련 마스크 등 섬유제품(293.7%)에 대한 수입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비대면 트렌드‧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13.6%)와 SSD 등 기록‧저장매체(30.9%)
수입이 급증

미국의 주요 품목별 對세계 수입 동향
수입 감소 품목
2019
HS 품목명 금액 증감률
8703 승용차 1,768.7 1.1
8517 통신기기 1,002.6 -8.3
2709 원유 1,269.1 -19.2
8708 자동차부품 679.3 -2.0
2710 석유제품 597.3 0.0
8542 전자직접회로 329.8 -4.9
9018 의료용 기기 276.1 10.4
8704 화물자동차 329.1 14.6
9403 가구(기타) 233.7 -7.5
8528 TV 모니터 235.6 -2.2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2020.1-11.
금액 증감률
1,260.3 -22.0
842.3 -7.8
698.4 -40.1
530.3 -15.8
312.9 -42.9
287.7 -3.6
244.1 -3.3
231.9 -22.8
211.2 -1.3
201.5 -8.6

수입 증가 품목
2019
HS
품목명
금액 증감률
8471 컴퓨터 및 주변기기 901.2 -2.3
3004 소매의약품 783.7 10.2
3002
면역물품
427.9 16.1
7108
금
96.8 0.6
7115 귀금속 제품
16.1 56.3
8473 사무기기 부품 191.0 -31.2
6307 섬유제품(마스크 등) 51.6 7.3
8504 변압기 정지형변환기 147.6 -1.3
8523 기록 저장매체(SSD 등) 115.1 -2.6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111.3 4.1

2020.1-11.
금액 증감률
935.8 13.6
752.7 4.9
469.2 18.8
333.1 332.4
244.7 1,492.5
209.1 21.4
188.2 293.7
143.0 6.6
137.4 30.9
120.8 17.7

주: 2020.1-11월 기준 금액순
자료: USITC

참고 2020년 미국의 금(金) 수입 추이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의 對스위스 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1월 스위스의 2020년 對주요국 금 수출 동향(월별)
기준 미국의 對스위스 금 수입은 153억 달러로
2019년 8.8억 대비 약 17.4배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2019년 미국의 14위 수입국에서 단
숨에7위국으로올라섰으며, 금이미국의주요수입
품으로부상했다.
스위스의 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도
절대적이다. 특히 지난 4-6월에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데 비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폭증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추세와 각국의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금에 대한 무역 동향은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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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 유망 품목

※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및 소비시장 변화, 미국의 수입수요 추이(2020.1-11월 기준
① 미국의 대세계 수입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② 대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③
대한국 수입 1백만 달러 이상)를 고려하여 5대 유망분야 선정
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관련 품목
Ÿ
Ÿ

(예상 정책)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확대, 기후변화 R&D 지원
(수요 요인)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설비를 중심으로 수요 확대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2019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50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할 전망(미국 EIA, 2020)
태양광 및 풍력은 관련 기술의 진보와 비용 하락,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혜택, 주정부의
공급 확대 제도*에 힘입어 2019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의 51%를 담당

*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주별 전력 공급량에서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본토 30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서 동 제도를 시행 중임

미국 연료별 전기 발전량 전망

(단위: 십억 kW)

자료: EIA(미 에너지관리청) Annual Energy Outlook 2020

미국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사용량(2019)

자료: EIA(미 에너지관리청)

신재생에너지 관련 미국 수입시장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1-11.
대세계
대세계
대한국 (국가별 점유율 %)
미국HS
품목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한 중 일
8541.40.60 다이오드(태양광 셀) 66.1 82.9 81.6 39.9 9.4 50.0 11.5 4.0 1.3
7308.20.00 철 구조물(풍력타워) 6.1 83.8 8.6 55.6 1.1 -18.1 12.4 2.2 0.0
8502.31.00
풍력발전세트
1.1 -42.4 4.7 386.3 0.2 816247 4.8 23.6 0.0
자료: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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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차 및 부품, 관련 인프라
Ÿ
Ÿ

(예상 정책) 관련 인프라 확충(충전소 50만 개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전기차 버스 도입,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약 300만 대) 등
(수요 요인) 미국 내 전기차(완성차) 및 부품,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의 對美 투자에 따른 후방산업 수출 기회

◉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힘입어 미국 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완성차
및 부품, 인프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 전망
전기차 구매 시 미국 소비자는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은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전기차 구매 관련 미국 소비자의 우선적 고려사항(딜로이트, 2020) : 충전소 부족(29%), 주행거리(25%),
가격(18%), 충전시간(14%), 배터리 안전문제(13%)
◉ 최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후방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전되어 현지생산 확대 시 국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동반 확대 기대

미국 전기차 판매 동향

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자료: 미 아르곤 국립 연구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 사례
기업
LG화학

내용
미시간(2013년, 연간 5GWh 생산)
오하이오(예정, 연간 30GWh 생산)
- GM과의 합작법인 형태
조지아
SK
연간 9.8GWh 생산)
이노베이션 1공장(2021년,
2공장(예정, 연간 11.7GWh 생산)

자료: 언론 종합

전기차․부품 관련 미국 수입시장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미국HS
8703.80
8507.60
2841.90*
3801.10*
3921.19*

2019
2020.1-11.
대세계
대세계
대한국 (국가별 점유율 %)
품목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한 중 일
전기차(승용)
15.7 387.6 14.5
3.1 3.6 17.1 24.8 7.0 11.4
리튬이온배터리
36.3 14.7 42.6 29.1 7.7 20.5 18.2 44.6 13.2
산화금속산염(양극재)
1.3
3.4 1.1 -9.9 0.04 81.5 3.4 13.6 65.6
인조흑연(음극재)
3.8
4.5 1.5 -57.1 0.1
7.2 3.8 17.2 30.0
플라스틱 시트(분리막 등) 7.2 66.1 6.6 -0.7 0.2 -20.6 30.7 4.6 6.1

주: *해당 HS코드는 배터리 소재 외 타 품목을 포함
자료: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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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헬스
Ÿ
Ÿ

(예상 정책) 코로나19 대응 강화(마스크 착용 촉구 등), 공적 의료 역할 강화(오바마케어 부활,
메디케어 가입연령 햐향 조정 등), 약가 인하 추진
(수요 요인)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높은 고령인구 비중

◉ 코로나19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바이든
신행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힘입어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 대통령이 공적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해외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약제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전망
최근 변이바이러스, 백신접종 지연 등 재확산 요인에 의해 의약품, 마스크, 인공호흡기, 진단
키트 등 관련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규모는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이자 선진국 중
최대인 5,505만 명으로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관련 분야의 수입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수(2020년)

(단위: 만 명)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주요 선진국의 1인당 헬스케어 지출

(단위: 달러)

자료: OECD(2019)

바이오헬스 관련 미국 수입시장 동향
미국HS
3002.15.00
3002.19.00
3003.90.01
3822.00.10
3822.00.50
9019.10.20
9020.00.60

2019
대세계
품목명
금액 증감률
면역물품(소매용)
209.4 49.0
혈액 분획물
1.9 -12.3
기타 혼합의약품
3.8 -64.8
진단키트 및 시약
7.7
6.2
(항원 및 항혈청 포함)
진단키트 및 시약(기타) 31.4
2.0
물리치료, 마사지 기기 15.7 23.6
기타 호흡기기
1.8 16.9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2020.1-11.
대세계
대한국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60.6 36.0 8.5 51.3
3.3 100.0 0.1 807.4
4.3 21.5 0.2 20.0
9.0 26.2 1.1 222.2
36.7 28.4 0.6 286.7
16.8 17.7 0.4 155.6
2.2 34.3 0.1 104.1

(국가별점유율%)
한 중 일
3.3 0.3 8.7
3.2 3.6 0.5
5.5 17.1 1.9
12.4 30.0 5.7
1.8 7.2 4.9
2.3 65.0 0.4
3.0 25.1 0.8

자료: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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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지털 전환
Ÿ
Ÿ

(예상 정책)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확대
(수요 요인)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활성화로 관련 품목 수요 증가, 5G 투자 본격화

◉ 코로나19로 가정 및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 반도체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
미국의 재택근무자 비중은 63%(2020.4월, 갤럽)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진정 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5G는 자율주행, IoT 제품 등 첨단 기술제품의 상용화에 필수적
으로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확대가 예고됨에 따라 각종 통신장비 및 부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 기대

* 3.7GHz 대역 280MHz 대상으로 경매 규모는 역대 최대인 809억 달러 기록

디지털 전환 관련 미국 수입시장 동향
2019
대세계
미국HS
품목명
금액 증감률
8518.30.20
헤드폰, 이어폰
15.2
4.9
8523.51.00
SSD
97.2 -3.0
8525.80.50 TV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레코더 8.3
4.4
8517.62.00
통신장비
391.9 -17.1
8536.70.00
광케이블 커넥터
2.8
0.3
8542.32.00
메모리반도체
17.9 -40.6
8542.33.00
증폭기
11.5 -11.5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2020.1-11.
대세계
대한국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2.3 134.6 0.1 26.8
122.8 38.4 38.0 178.5
8.3 10.2 0.3
4.7
351.8 -0.9 1.7 -8.0
2.2 -18.2 0.02
9.9
15.4 -6.3 2.5 11.5
7.6 -28.3 0.2 69.8

(국가별 점유율 %)
한 중 일
0.3 44.6 0.1
30.9 4.2 10.8
3.3 13.6 5.7
0.5 31.5 0.9
0.8 17.1 16.5
16.2 5.5 7.4
2.4 5.7 1.6

자료: USITC

⑤ 홈‧리빙(가전, 가공식품 등)
Ÿ

(수요 요인) 비대면 트렌드 확산으로 가정 내 경제활동 및 여가생활 증가, 20-40대
주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 출생)의 비대면 선호 경향

◉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 및 가공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특히 미국 내 핵심 소비층을 구성하는 20-40대 밀레니얼 세대는 비대면을 선호하고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의 중심을 집 안에 두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각종 가정용
생활용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약 9,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 확산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비대면
선호가 강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홈코노미(homeconomy)’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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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빙 관련 미국 수입시장 동향

2019
대세계
대세계
미국HS
품목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만두 등) 0.8
5.1 1.0 40.4
1902.30.00 면류(라면 등)
2.6
4.5 3.2 36.2
1904.90.01
시리얼(기타)
1.8
8.8 2.1 23.3
2005.99.97 기타 채소조제품(김치 등) 2.5 -15.4 2.9 34.2
7321.11.10 스토브, 레인지
1.4 -15.2 1.7 34.0
7615.10.30 알루미늄제 주방기구
7.4 -0.8 8.0 15.7
8418.40.00 냉장고(900리터 이하)
1.4 -0.3 2.4 93.2
8419.11.00 순간식 온수기(가스식)
4.8
6.6 5.1 17.1
8422.11.00
식기세척기
4.4
6.2 4.7 14.2
8509.40.00
믹서기
7.4 -4.4 7.8 12.5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2020.1-11.
대한국
금액 증감률
0.03 188.2
1.0 39.2
0.3 72.2
0.1 34.2
0.03 13.7
0.04 34.0
0.04 46.2
1.9 22.8
1.3 23.4
0.2
1.7

(국가별점유율%)
한 중 일
2.7 0.9 0.2
31.1 15.6 6.1
13.7 0.2 0.7
4.8 39.2 2.8
1.7 92.2 0.3
0.5 60.1 0.0
1.5 59.6 7.2
36.5 0.6 51.1
27.3 38.1 0.001
2.6 85.3 0.01

자료: USITC

03. 결론 및 시사점
◉ 바이든 신행정부는 친환경‧탄소중립, 공공 의료 강화, 첨단 기술분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미국의 수입수요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홈․리빙 등 5대 분야에서 수출 확대 기대
5대 유망 분야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과 기업의 타깃 마케팅
전략 필요

◉ 시장 확보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산업협력도 추진해 나갈 필요
최근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완제품 및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도 함께 가열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 간 산업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
나아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철강 232조 등 트럼프 행정부
에서 취해진 각종 조치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소해 나갈 필요
◉ 단,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견제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유의하여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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