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주간 글로벌 이슈
<’17.3.30~‘17.4.6>

시장조사팀

,

금

’17.4.7(

지역
주간 글로벌 이슈
◦ 트럼프케어 좌초 후 국경조정세도 난항
미국 - ‘공화당의 큰손’ 코크 형제, 보수단체를 통해 국경조정세 반대 캠페인
* 코크 형제: 코트 인더스트리 오너, 미국 8대 부호, 트럼프케어를 좌초시킨 주역
◦ 中, 허베이省에 ‘제2의 푸둥’ (슝안신구) 개발 예정
- 선전, 푸둥을 이은 세 번째 국가급 신구로 징진지 개발
중국
프로젝트의 새로운 돌파구
- 슝,룽청,안신 등 세 개 현을 이은 최대 2,000㎢에 달하는 신구로
베이징의 포화상태 해소 역할 기대
◦ 마크롱vs르펜, 佛대선 2차 토론에서 EU·무역장벽 둘러싼 치열한 공방(4.5)
유럽 - 르펜, 고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 통해 프랑스의 상품과 일자리 지켜야 한다 주장
- 마크롱,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 주장
반발해 85일 간 자리비운 나가미네 일본대사 韓 복귀(4.3)
일본 ◦- 소녀상에
한국 차기 정권 관련 정보 수집 및 對北 연대를 위해 4.4일 귀임
좌파성향 여당 레닌 모레노 대통령 당선(4.3)
중남미 ◦-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순조롭게 협상 재개될 전망
러 지하철 테러로 푸틴 재선가능성이 높아졌고 美 공조도 강화 전망(4.5)
CIS ◦- CNN,
러 테러(4.3, 11명 사망)는 키르기즈 출신 IS 범행으로 美와 공조중인 시리아와 연관
제4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4.3)
아프리카 ◦- 한-케냐
상호 교역 및 투자 증진방안, 보건분야 인력개발, e-정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논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5년 간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4.2)
동남아 ◦- 베트남,
포스코와 기타 한국 업체에 각각 7.02%, 19.0%의 관세 부과하여 수출 차질
K-9 자주포 인도 수출 예정(4.2)
서남아 ◦- 국산
총 6억4,600만 달러 규모로, 한-인도 국방·안보협력 강화 일환
기준금리 1.5%로 8개월째 동결(4.4)
대양주 ◦- 호주,
중국 등 주요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동결 결정
◦ 한국토지공사(LH),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430억원) 체결(4.3)
- LH의 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건설 및 재무 부문 투자자 모집 예정
이란사절단), 이란국영방송사에 IPTV방송장비 수출계획(3.30)
중동 ◦- 오티콤(5월
작년 컨설팅 수행, 최근 장비테스트 완료, 본계약 성사 시 하반기 수출예정
◦ 코펙스(8월 이란사절단), 6억 1,950만원 규모 디알플랜트 핵심설비 수주(3.29)
- 이란 국영EPC이자 최대 철강제조사인 이리텍(IRITEC)에 설비공급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