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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Made in
America(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후속조치로,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행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계 개편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 관리 엄격화 △조달절차의 투명성 제고임.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현행 55%) ② 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상향 조정(현행 20~30%) ③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을 ‘가치’ 중심으로 변경(현행 ‘비용’ 중심)
- [예외적용 관리 강화] ① 예외품목 리스트의 정기적 검토 ② 예외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③상용 물품 및 정
보기술을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④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절차 도입
-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 엄격화] 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②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체계 마련
- 그 외 중소기업 우대조치 강화, 미국 내 화물 운송 시 자국 선박 이용 의무화 포함

▶ ‘Made in America’를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강화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본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달 분야에서 공약한 여러 정책의제 중 일부에 대한 행정명령인바,
향후 의약품, 에너지, 자동차, 정보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됨.
- 행정명령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된 미국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변환하고, 미국이 조달시장 개방 수준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GPA/FTA 개정 협상에도 대비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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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
■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물품 구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이하 Made
in America)1)에 서명함.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방정부조달을 통한 미국 제조업의 재건, 국내 공급망 개선, 기후변화 대응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2)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명
령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Made in America’를 포함하여 총 37개의 행정명령3)에 서명하였음.
-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 12개 이상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행정명령이 시행된 바 있으며, 바이든 행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표 1.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
서명 날짜
2017.4.18
2017.4.29

행정명령 No.
13788
13796

2017.7.21

13806

2019.1.31

13858

2019.5.15

13873

2019.7.15

13881

2020.4.28

13917

2020.5.7

13921

2020.8.6

13944

2020.7.24

13947

2020.9.30

13953

2021.1.14

13975

2021.1.25

14005

행정명령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Assessing/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S.
Strengthening Buy-American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Maximizing use of American-made goods, products, and materials
Delegating Authority Under the Defense Production Act With Respect
to Food Supply Chain Resources During the National Emergency
Caus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Promot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Ensuring essential medicines, medical countermeasures, and critical
inputs and made in the U.S.
Lowering Drug Prices by Putting America First
Addressing the Threat to the Domestic Supply Chain From Reliance on
Critical Mineral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Supporting the
Domestic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Encouraging Buy American Policies for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비고
폐기
폐기
개정
폐기
_

주: 트럼프 행정부(총 220개), 바이든 행정부(총 37개)에서 시행된 행정명령 중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명령만을 발췌함.
자료: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이번 행정명령은 자국산 물품 구매 의무화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 및 제조, 미국 노동자 고용 의무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Made
in America’로 칭하고 있음.
2)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0년 연방정부조달을 통해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4,000억 달러, 연방조달 관련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약하는 ‘바이 아메리칸 플랜’을 발표한 바 있음(원문 발췌: ...domestic preference law “operates like a suggestion,
not a requirement”. He pledged to “tighten these rules to require more legitimate American content”. /also close waiver loopholes
that allow procurement officers in federal agencies to sidestep rules “without explanation or scrutiny”).
3)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시행된 행정명령은 대부분 코로나19, 보건, 안전, 기후에 관한 것임. 연방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president
ial-documents/executive-orders/joe-biden/2021(검색일: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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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의 일차적 목표는 연방정부조달에서 해외조달의 비중을 제한하고 국내조달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조달을 통해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임.
- 그 배경에는 2019년 기준 미국 연방조달에서 해외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점에 대한 불만4)과 미국이 WTO GPA와 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한 상대국과의 상호 개방 수준 및 진출
실적이 호혜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음.5)
- 미국의 주요 기간산업 및 필수 부품 분야에서 자국산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내 일자리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연방조달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 다른 분야(에너지, 통신 인프라, 원자재,
정보기술 분야 등)로 확장될 전망임.6)
■ ‘Made in America’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연방조달시장의
진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특히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강화, 자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우대 강화, 해외조달 예외적용 축소, 자국산
물품 검증(Component Test) 방식 변경, 미국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 강화 등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높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정부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 ‘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의 주요 내용
■ ‘Made in America’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플랜(글상자 1 참고)을 통해 공약한 정책의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행조치임.
- 바이 아메리칸 플랜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강화, 국내 공급망 개선,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행령명령에는 연방조달7) 부문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관련 내용만을 포함함.
- ‘Made in America’의 효력은 향후 본 행정명령의 폐지를 지시하는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명령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미국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음.8)

4) Jack Caporal(2021. 1. 28), “Buy American, Again,” CSIS 참고.
5)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강화 행정명령 관련 동향」(2021. 1. 29),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6) “Trends Government Contractors Should Watch Dur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Winvale, 2021. 3. 1) 참고. https://info.winva
le.com/blog/trends-government-contractors-watch-biden-harris-administration.
7) ‘Made in America’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방조달’은 연방정부기관, 연방보조금과 연방재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포괄하여 지칭함.
8)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입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사실상의 입법 장치이며, 따라서 국내법과의 동일한 법적지위를 인정함(전은주
2020, p. 32). 단 이는 의회의 지지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행정명령이 의회나 기존법과 상충되는 경우 소송에 의해 폐기되거나
개정된 사례도 존재함(윤강옥 201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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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공약 사항

- [바이 아메리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②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기준의 엄격화
③ 바이 아메리카를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도 확장 ④ 바이 아메리카의 확대 적용 ⑤ 미국선박 우선 사용 ⑥
바이 아메리카 관련 무역규범 개선
- [국내 공급망 개선] 의약품뿐 아니라 다른 필수 분야(에너지, 정보보안, 반도체, 통신인프라, 필수 전자기술
등)의 국내 공급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조치] ① 연방정부조달에서 제로탄소 자동차 구매 의무화 ②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건물 및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서 환경기준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자국산 물품 인정요건 강화 △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강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계 개편 △바이 아메리카의 예외적용 관리 엄격화 △조달과정의 투명성 제고임(표 2 참고).
표 2.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
구분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예외적용의 엄격화

이행체계의 강화
기타

이행조치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상향 조정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제도 도입
자국 공급업체 스카우트(Supplier Scouting)
바이 아메리카 예외품목 리스트 정기적 검토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전담기관 신설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의 투명성 제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이전 행정명령 폐기 및 개정
Jones Act에 대한 지지 확언

주: 행정명령 각 절의 내용에 따라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예외적용의 엄격화, 이행체계의 강화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정리.

① 자국산 물품 우대 강화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과거 BAA(Buy American Act of 1933)의 국내산 물품 인정기준은 최종
품 비용의 50% 이상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55%(철강은 95%)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본 행
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지시함.

- [자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 우대 강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을 12%에서
20~30%(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0%까지 인정)로 크게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본 행정명령에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지시함.
-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미국 내 생산 및 제조, 미국 내 일자리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Component Test9) 방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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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달 물품 및 건설 자재의 국내산 인증은 최종 생산품 가격에서 자국산 구성품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결정되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내 생산(U.S.-based production) 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U.S. job-supporting economic activity)을 통한 부가가치’10)로 인증 기준을 변
경할 것을 지시

-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절차 도입] 조달기관11)이 해외조달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덤핑(특히, 철
강 및 철, 제조품), 불법 보조금(injuriously subsidized)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는 감사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
◦ 조달기관이 미 상무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조사결과를 최종 조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발굴 및 네트워킹] 조달기관은 공급업체 스카우트(Supplier Scouting)를 통해 신규 기업들에
연방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인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12)를 활용하여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내 생산하는 업체를 발굴함으로써 미국 내 조달 불가로 인한 해외조달을 최소화하고자 함.

② 예외 적용의 엄격화
-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품목 검토] 백악관 연방조달정책 담당관은 상무장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국장(Made in America director)13)의 협조를 받아 연방조달규정(FAR) 예외 품목 리스트를 검토해야 함.
◦ 본 검토에서는 예외규정의 근거인 ‘미국 내 조달 불가(non-available)’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조달시장 경
제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
◦ 예외 인정 조달 물품 리스트는 5년마다 검토·수정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의무적으로 공개

-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 절차의 개편] 바이 아메리카 규정의 예외적용에 대한 관리를 중앙집중 방식14)으
로 개편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방조달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고자 함.
◦ 조달기관은 국내조달(mined, produced, manufactured)이 불가하여 예외 요건에 해당된다는 상세한 근거
자료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에 제출하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은 행정명령 조항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한 후 조달기관에 가부 통보

- [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 예외적용 검토] 지금까지 상용 물품15) 및 정보기술은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대상이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상용품에 대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함.
◦ 지금까지 상용 물품과 상업기술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국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이러한 예외적용이 공공부분
과 통신기술 분야의 기반을 위협한다는 우려 존재16)
9) Component Test는 전통적인 구성요소 측정 방법론으로 비용 기준 검증 방식이며, 기존 BAA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왔음.
10) “the value that is added to the product through U.S.-based production or U.S. job-supporting economic activity” 연방관보(2021.1.28.)
참조
11) 본 연구에서의 ‘조달기관(Agent)’은 정부부처, 정부기관, 정부보조금 지원 수혜기관을 지칭함.
12) 미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중소 제조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13) 이번 행정명령에서 새롭게 신설, 상세 설명은 후술함.
14) 현재까지는 BAA의 적용 예외를 관리하는 중앙기구나 담당기관이 부재하였음.
15) 상용품(COTS: Commercial off-the-shelf)은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상용되는 제품, 즉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의미(예: 사무기기, 자동차 부품, 식음료, 가구, 기타 소모품 등)
16) Jack Caporal(2021. 1. 28), “Buy American, Again,” CSI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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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체제의 강화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 신설]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총괄하는 별도 조직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Made in America
office)’을 신설함.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장은 행정명령의 이행상황 관리감독, 주요 이해당사기관 및 집행 기관과의 협력 도
모 등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총괄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행상황 보고 절차 마련] 조달기관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규정의 이행상황, 메이드
인 아메리카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반년마다(bi-annual basis) 작성하여 보고해
야 함.17)
◦ 보고서에는 연방정부 조달품의 자국산 제조 여부 검증방안, 서비스 부문에서의 국내산 우선구매 적용방안 등
을 포함하도록 지시

- [바이 아메리카 이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장은 조달기관의 적용예외 사유와 정
당성을 기술한 정보를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GSA)에 제공하고, GSA는 이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18)

④ 기타
- [Jones Act에 대한 지지] 미국 내 항구간 화물 운송에서 미국 국적 선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존스
법 지지를 확인함.
- [이전 행정명령 철회 및 개정] ‘Made in America’ 내용과 상충되는 이전 행정명령을 폐기하거나 일부
조항을 개정함.
◦ 행정명령 13788(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19), 행정명령 13858(Strengthening Buy- American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20) 행정명령 13975(Encouraging Buy American Policies for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21) 폐기
◦ 행정명령 10582(Prescribing Uniform Procedures for Certain Determinations Under the Buy-America
Act),22) 행정명령 13881(Maximizing Use of American-Made Goods, Products, and Materials)23)에서 본
행정명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 개정

17)
18)
19)
20)
21)
22)
23)

최초 보고서는 행정명령 이후 180일 이내 작성 의무.
이전 BAA에서는 FAR의 모든 예외적용에 대해 관련 자료의 공시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음.
2017년 4월 18일 시행.
2019년 1월 31일 시행.
2021일 1월 14일 시행.
1954년 12월 17일 시행.
2019년 7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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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할 때 완곡한 표현을24)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개 이상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하
였으나, 실질적인 이행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조달시장 및 공급망 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25)
- 반면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 이행조치(전담기관 신설, 상세 절차, 업무별 담당기관 지정, 보고 절차 신
설, 특정 프로그램 언급 등)를 포함하고 있어 이행 수준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행정명령에 포함된 수준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이행될 경우, 상당수의 미국기업과 미국시장에 진
출한 해외기업들은 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조달 관련 공약사항 중 일부(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만을 포함하고
있어, 당초 바이 아메리칸 플랜에서 언급했던 국가 공급망 개선, 기후변화 관련 이행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단 바이 아메리카 강화로 공급망을 개선해야 하는 자국 기업들의 반대와 바이 내셔널(Buy National) 정
책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조달시장의 위축으로 미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도 어려워질 것26)이라는 우
려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27)
◦ 자국산 물품 요건이 강화되면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공급업체들도 기준 요건에 맞추기 위해 공급망을 변
경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큼.
◦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WTO-GPA의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으
나,28) 지금까지 주요국들은 분쟁해결이나 보복조치보다는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조달시장의 장벽을 높이는 전
략으로 대응해왔으며,29) 그 결과 세계 조달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다면 미국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30)

24) 트럼프 전 대통령은 GPA ‘탈퇴(withdraw)’를 언급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GPA의 ‘재균형(re-balanced)’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
25) Jack Caporal(2021. 1. 28), “Buy American, Again,” CSIS 참고.
26)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와 EU는 미국의 일련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자국 시장의 조달장벽을 높이는 등 호혜적 조치를 언급함.
27)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 내 기업들과 의회의 반대로 추진동력을 잃은 바 있음.
28)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WTO-GPA, 각 FTA 등 국제조달협정상의 의무(National Treatment)규정과의 상충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GPA/FTA 개선 협상을 고려하는 것임(Jennifer Diaz, "Biden Executive Order Strengthening Buy American Government
Procurement Laws", Customs & International Trade Law Blog, 2021.3.9. 참조)
29) 자국산 구매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시장접근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역분쟁 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음(“Buy American, Again”,
CSIS, 2021.1.28. 참조)
30) 2016년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조달 시장은 6천억 달러 규모, 해외조달진출 상대국(61개국)은 4조~
6조 2천억 달러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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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Made in America’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바이 아메리카 우회 진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31)
-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 변경, 해외조달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예외 대상에서 상
용품 제외, 연방조달 이외 분야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확대 적용임.
◦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비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조달담당관의 재
량권이 커지고, 기준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건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승하여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해외조달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 조달 물품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상품(철강, 철 등)의 경우에는 미국 조달시장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현재 상용품은 바이 아메리카 예외 품목으로 자국산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향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용품(사무용 기기, 소형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회
가 축소될 우려도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플랜 공약에서 바이 아메리카 원칙을 연방조달뿐 아니라 각 주와 공공기
관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공언한 바 있으므로,32) 해외 기업들의 주력 시장이었던 주 단위 프로젝트에 대
한 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임.

■ [행정명령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진출전략 수정] 행정명령에는 구제적인 수치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행정명령의 효과는 향후 도입되는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과 실질적 조치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관련법 개정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 행정명령 시행33) 이후 180일 내(2021년 7월 24일)에 FAR 의회는 새로운 시행규정을, 조달기관은 예외
적용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전담기관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국에 제출해야 하며, OMB와 GSA
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감독·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방조달규정(FAR), 자국산구매법(BAA) 등의 개정 상황과 각 관련기관의 이행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
악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엄격해진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
진출 방식, 연방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조달 프로젝트의 발굴 등 새로운 진출 경로를 강구

■ [국제조달협상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대응]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체결한 국제협정(FTA,
GPA)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재협상까지 고려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31) FTA/GPA 등을 통해 개방된 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 조달에 대해서는 양허국가(designated county)의 조달 물품에 대해 자국산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허하한선 이하 조달의 경우에는 개방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국산
우선구매 규정이 강화되면 해외조달기업 진출에 대한 타격이 클 것임.
32) 특히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산하기관에서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으로 인한 해외조달 사례(가격경쟁력 있는 중국산 철강
해외조달)가 많고, 복합예산인 경우 연방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자체 재원 구매로 소명하는 등 지자체의 바이 아메리카 우회를 통한 해외조달을
관리하려는 목적임.
33) 미국의 행정명령 시행일은 서명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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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 미국 측은 2020년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300개의 필수 의약품을 미국의 GPA 양허리스트에
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GPA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중재 절차(Arbitration Procedures)가 가동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정부조달 예외 사유로 국가안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조달부문에 기후변화 조치가 적용될 경우
에 대비하여 WTO-GPA에서의 양자협의, 한·미 FTA 조달협정 개선34)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4) 일반적으로 GPA 개정사항은 FTA에 적용되지만, 양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주의 조항을 도입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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