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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에 한국전자통신구원(ETRI) 박성수 단장 선임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 선점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미래 첨단기술인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성수 단장이 선임되었다고 5일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 적합성평가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1906년 설립된 표준화기구
** IEC SEG(Standardization Evaluation Group) 14 :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 양자기술 (Quantum Technology) >
‧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물리학적 특성(양자중첩, 양자얽힘, 불확정성 등)을 이용한 차세대
정보기술로 초고속 대용량 연산 및 암호통신이 가능하며,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로 세분화
표준화평가그룹(SEG)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내 기존의 표준화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추진하는 특별 조직으로, 일정 기간(2~3년) 동안 표준화 전략과 로드맵 개발 등을 수행한 후 국제표
준 개발을 전담하는 상설 표준화위원회(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시스템위원회(SyC) 등)로 전환된
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시작하는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양자기술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양자기술 분야 표준화 논의를 선도해 온 데 따른 결과이다.
우선, 산업부는 ’20년부터 과기부와 공동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추진위원
회*‘를 구성해 양자기술 분야 미래 표준화 전략과 기술 방향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21.10월)을 주
도하였다.
* 국립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프로젝트리더, IEC 시장전략이사회 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단장(위원장), 한국기계연구원 이택민 책임(총괄 간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황태호 센터장 및 박준식
책임(기술 간사) 등 19명으로 구성
또한, IEC 백서를 통해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신설(’22.2월)을 이끌어 냈다.
* 표준화관리이사회(SMB) : IEC 내 표준화위원회(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시스템위원회(SyC)
등) 설립·해산, 위원회 업무영역 조정, 의장·간사 임명 등 결정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양자기술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는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직을 맡은
것은,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의 룰 세터(rule-setter)가 된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자기술 등 미래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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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 - 0104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4 (롤러 스케이트)」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을 현행화하여 내용상의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 2종*에 대해 표준명 및 번호
를 단순 삭제 (사유: 해당 표준 폐지)
* KS G 5736 롤러 스케이트, KS G 5754 인라인 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롤러 스케이트)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
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9 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을 현행화하여 내용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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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ㅇ 인용표준,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 1종*에 대해 표준명 및 번호를
단순 삭제 (사유: 해당 표준 폐지)
* KS G 5736 롤러 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
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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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45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22.6월)에 따라, 추가 할당된 주파수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5 ㎓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20 ㎒ 폭 추가 할당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대역을
“3420 ㎒ ∼ 3700 ㎒”에서 “3400 ㎒ ∼ 3700 ㎒”로 확대 변경(안 제4조제8항제1호다목)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4차산업기술팀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652,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출처(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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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6. ‘식품안전나라’접근이 쉽고 편리해졌어요!
- ‘통합민원상담’, ‘우리회사 안전관리’ 코너, 사용자 맞춤형 개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와 함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통합민원상담**’과 기업회원을 위한 ‘우리회사 안전관리***’ 코너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ㅇ 이번 개편은 대국민 수요조사(’22.2.) 결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사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지식부터 위해정보 등 전문지식까지 30개 관계 행
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은 대국민 포털
** 통합민원상담: 일반국민(개인회원 등)의 전자민원 신청(영업 등록 등 110종), 종합상담예약,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등(’21년 257만명 방문)
*** 우리회사 안전관리: 기업회원의 전자민원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69종), 정보관리(업체‧시설 등), 준수사
항 보고(자율점검 보고 등), 생산실적 보고 등(’21년 228만명 방문)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통합민원상담’, ‘우리회사 안전관리’ 위치 >

□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환경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중심
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ㅇ 일반 국민(개인회원, 산업체 등)을 위한 ‘통합민원상담’에서는
- 메뉴별 방문자수와 민원별 처리건수를 분석해서 ‘자주찾는 민원’을 화면 상단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붙임1-①)
- ‘통합민원상담’ 화면에 ‘우리회사 안전관리’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붙임1-②)
- 민원인이 원하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통합민원검색’ 메뉴를 화면 중앙에 배치했습니다.(붙임1-③)
ㅇ 기업회원을 위한 ‘우리회사 안전관리’에서는
- 기업이 많이 찾는 주요 10개 메뉴를 ‘자주 찾는 민원’으로 화면 상단에 우선 배치했습니다.(붙임2-①)
- 회사별로 자주 찾는 민원을 모아 쉽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나의 즐겨찾기 민원’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붙임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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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회원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측 상단에 ‘처음 오셨나요?’ 메뉴를 신설해
영업자 의무사항, 꼭 봐야 할 매뉴얼 등 도움정보를 제공합니다.(붙임2-③)
ㅇ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① 메뉴안내봇 시범운영 ② 부정․불량식품 신고 간
소화, ③ 반응형 웹*으로 개편, ④ 식품업체 비대면 자율점검 보고 대상 업종과 시험ˑ검사기관 전자민
원 확대 등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 반응형 웹: 단말기 종류(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관계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식품안전정보 제공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
안전정보를 활용하고 민원을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통합민원상담 개편 화면
2. 우리회사 안전관리 개편 화면
3.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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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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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담당부서
<운영>

식품안전정보원
정보화사업실

책임자

과

장

정영숙 (043-719-4051)

담당자

사무관

김행열 (043-719-4058)

책임자

실

장

정희석 (02-744-7648)

담당자

부

장

배근휘 (02-744-7829)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7. 모기 기피제, ‘의약외품’ 표시 꼭 확인하세요!
67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종류, 주의사항 안내 - 식의약 바로알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ㅇ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 기피제 정보 >
ㅇ 모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
습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사용합니다.
ㅇ 모기 기피제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효능·효
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됩니다.
※ 의약외품의 허가(신고) 여부, 주성분(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
인할 수 있음
< 어린이 사용 시 주의할 점 >
ㅇ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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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ü 성분별 모기 기피제 사용 가능 나이
• (디에틸톨루아미드)
- 10% 이하 제품 : 6개월 이상 (6개월~2세 미만: 1일 1회, 2세~12세 미만 : 1일 1~3회)
- 10% 초과 30% 이하 제품 : 12세 이상
•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 6개월 이상
• (파라멘탄-3,8-디올) : 4세 이상

ㅇ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어른이 발라주도록 합니다.
- 참고로 어린이들은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
ㅇ 모기 기피제는 목,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합니다.
ㅇ 분사형 제품의 경우 약 10~20cm 거리를 두고 분사해야 합니다.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
입하지 않도록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을 뿌려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합니다.
ㅇ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발라
줍니다.
< 모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
ㅇ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
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모기 기피제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만약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야 합니다.
※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뜨고 15분~20분간 충분히 씻어냄
ㅇ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모기 기피제는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기 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습니다.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 과
량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모기 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옷이나 양말 등도 다시 입
기 전에 세탁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붙임> 모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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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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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허가심사>

책임자

과

장

장정윤 (043-719-3601)

담당자

연구관

심영훈 (043-719-3621)

책임자

과

장

박공수 (043-719-3701)

담당자

연구관

엄소영 (043-719-3703)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관리>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8. 인도, 실내용 에어컨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소비기준 적용
2022년 5월 6일, 인도 에너지효율국*은 라벨링 의무대상인 에어컨 제품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에너지 소
비기준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이 적
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Bureau of Energy Efficiency, BEE
관련 제조업체들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새로운 에너지소비 라벨이나 변경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www.beestarlabel.com 접속
2. 각 제품모델의 “Change Label to New Label” 링크 클릭
3. 필수 세부내역 제출
4. 다음 문서 업로드
- 제품에 대해 BEE가 이전에 승인한 편지
- 개정된 에너지 소비기준에 따른 새로운 샘플라벨
5. 신청접수
6. 라벨 변경비용 지불
새로운 에너지 소비기준 라벨을 부착한 제품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소매판매점에 공급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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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estarlabel.com/Home/showAlert/2356
https://beestarlabel.com/Home/showAlert/235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9.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5월 31일,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당해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
방법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민간부문 녹색소비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
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명확화(제4조제4항)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 신설•삭제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안 별표2)
라. 명확한 시험방법 운영을 위해 2개 시험표준 내 용어정의 및 세부 조건 등을 개선(안 별표3)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5-000217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영국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동향
- 2021년 영국 스마트 웨어러블 판매규모 전년대비 16% 증가
-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웨어러블 개발 활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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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 중심에서 스마트 웨어러블로 전환
영국 시장규모 및 동향
웨어러블 제품의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글로벌기업들의 웨어러블 관련 투자 및 인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애플(Apple)은 헬스 웨어러블 시장에 진출했으며 구글(Google)은 스마트워치 기업 핏빗(Fitbit)을 인수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웨어러블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시장이 더욱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웨어러블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고, 특히 전자제품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8%증가하여
610만 대에 도달하였다.
2021년 영국 소비자들은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스마트 웨어러블를 구매하고 있다. 스마트 웨어러
블 분야는 2021년 판매가 전년대비 16%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중이고 그 중 스마트시계 판매량은 2020년
15%에서 2021년 17% 로 증가 하였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은 향후 5년간 지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8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웨어러블 전자제품 판매 현황>
(단위: 백만대)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웨어러블 전자기기 주요 트렌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항목 중에서는 이어웨어(Earwear)및 워치(Watch)가 전년 대비 39%이상 성장하였고, 상위 5
개기업인 애플(Apple), 샤오미(Xiaomi), 삼성(Samsung), 화웨이(Huawei), 핏빗(Fitbit)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1년 애플(Apple)은 시장점유율 30.3%를 차지하는 선도적인 웨어러블 공급업체로 Apple Watch를 통해 스
마트 웨어러블 제품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스마트 웨어러블은 부분적으로 스마트폰을 위한 추가 액세서
리로 간주되어 iPhone을 소유한 많은 소비자는 휴대 전화와의 편의성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Apple Watch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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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고급시계브랜드인 Tissot, TAG heuer, Montblanc 도 스마트 웨어러
블 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웨어러블 추적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및 산업 분야의 웨
어러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소형 청각보조장치 및 심전도/혈압을 측정하는 스마트워치, 무선주파수
식별 탑재 웨어러블로 노인 건강을 원격 모니터링 가능한 전자태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간질환자 모니
터링을 위한 스마트 의복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스마트패치 연구 가속화로 호흡기 감염병을 탐지하는 스마트패치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개인의 생체수치를 측
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영양상태 분석 및 섭취계획을 제시하여 제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경고한다.
상품 종류별 시장동향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크게 액티비티 웨어러블과 스마트 웨어러블로 구분할 수 있다. 2021년 스마트 웨어러블 전
자제품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급모델 투자로 가장 높은 판매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소비자들의 일상과 활동 수준이 변화되고 개인건강 체크의 필
요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액티비티 웨어러블기기 중 액티비티 밴드는2026년까지 18.4%의 감소율을 예측하고 있어 시장은 스마트 웨어러
블 분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영국 웨어러블 전자기기 종류별 판매 현황(2016~2026년)>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판매액

2021년

2016~2021년

2021~2026년

성장률

성장률

성장 예상률

액티비티 웨어러블

2,423.0

-2.0

2.3

-5.4

-액티비티 밴드

378.5

-19.2

-14.1

-18.4

-아날로그 액티비티 워치

322.1

7.3

19.4

1.6

1,722.9

1.0

7.2

-12.7

3,684.9

16.3

17.9

12.9

-디지털 액티비티 워치
스마트 웨어러블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영국 수입동향
* HS CODE 8517.62(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수신, 변환 및 전송, 재생을 위한 기계(스위치 및 라우팅
장치 포함)) 기준
ㅇ2021년도 기준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포함한 HS Code 8517.62의 수입액은 57억3000만 달러였으며, 최대 수
입국은 중국(40%), 네덜란드(14.5%), 베트남(7.6%)순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상위 10위 국가 중 절반이 아시아 국가이며, 한국은 (0.17%)은 27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영국 상위 10개국 수입동향(HS CODE 8517.62)>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9년(점유율)

2020년(점유율)

2021년(점유율)

1위

중국

2,389,354(31.5)

2,525,383(34.4)

2,296,2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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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956(29.6)

1,996,118(27.2)

835,959(14.5)

베트남

92,930(1.2)

163,839(2.2)

440,548(7.6)

미국

432,293(5.7)

397,571(5.4)

402,137(7.0)

5위

대만

739,432(9.7)

745,897(10.1)

373,201(6.5)

6위

독일

280,411(3.7)

274,149(3.7)

219,041(3.8)

7위

멕시코

192,265(2.5)

195,551(2.6)

201,216(3.5)

8위

말레이시아

89,955(1.1)

104,771(1.4)

152,517(2.6)

9위

태국

84,408(1.1)

88,376(1.2)

121,304(2.1)

68,800(0.9)

83,257(1.2)

105,560(1.8)

10위

폴란드
전체

7,578,912(100)
7,333,739(100)
5,730,005(100)
[자료: Global Trade Arlas(GTA), 순위는 2021년도 기준]
<최근 3년간 대한국 수입규모 및 동향(HS CODE 8517.62)>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9년(점유율)

2020년(점유율)

2021년(점유율)

27위

대한민국

7,647(0.10)

7,539(0.10)

9,763(0.17)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1년도 기준]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2021년도 영국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은 애플(Apple)이 19.4%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샤오미
(Xiaomi), 삼성(Samsung), 핏빗(Fibit)이 각각 9.6%, 9.5%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애플(Apple)은 Apple
Watch를 통해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웨어러블 전자분야에서 선도적인 업체가
되고 있다. 샤오미(Xiaomi)는 가성비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 웨어러블의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삼성(Samsung)은 Galaxy Watch를 선보이며 새로운 입지를 구
축하고 있다.
<2021년 영국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점유율(판매량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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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유통구조, 관세율 및 수입규제·인증
매장기반 소매업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무점포 판매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
한 전자상거래의 분포도가 가장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웨어러블 전자 제품 판매채널>
(단위: %)
유통채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점포 판매

75.0

72.1

70.3

68.1

40.4

40.8

-식료품점

3.1

3.3

3.5

3.7

2.4

2.3

-전자기기 전문점

62.5

59.3

57.2

53.6

31.7

32.3

B. 무점포 판매

25.0

27.9

29.7

31.9

59.6

59.2

-홈쇼핑

0.5

0.5

0.4

0.2

0.2

0.2

-인터넷

24.5

27.4

29.3

31.7

59.3

59.0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HS Code(8517.62)의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0.00 %를 적용한다.
ㅇ 전자장비 수입 관련 규제 및 인증
- (환경 규정)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따라
제조업체, 판매자 및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전자장비를 폐기할 경우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 주요 내용>

- 대형 가전 제품
- 소형 가전 제품
- IT 및 통신 장비
- 소비자 장비
- 조명 장비
- 전기 및 전자 공구(대규모 고정식 산업용 공구 제외)
해당제품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 기기(이식 및 감염된 제품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 자동 디스펜서
- 디스플레이 장비
- 냉매가 들어있는 가전 제품
- 가스 방전 램프 및 발광 다이오드 (LED)광원
- PV패널

- 구매자가 이용 가능한 회수 서비스
소비자 제공 정보

- 전기 및 전자장비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
-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들과의 분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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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전자장비를 재활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 crossed-out wheelie bin*’기호 및 의미
* crossed-out wheelie bin: 전기 및 전자 장비의 경우 다른 유형의 폐기물과
별도의 방법으로 장비를 폐기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시

전자장비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DTS(Distributor Take back Scheme)에 가입할 수 있음. 이때 지불 비용은
지자체 재활용 센터 운영비로 활용됨.
- 연간 10만 파운드 미만의 전기 및 전자장비 판매시
비고

- 온라인에서 판매시
* 자세한 내용은 Electrical waste: retailer and distributor responsibilities:
Use the Distributor Takeback Scheme - GOV.UK (www.gov.uk)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 (소비자 안전 규정) 수입 가정용 전기 제품은 다음의 소비자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전기 장비 안전규정(Electrical Equipment(Safety) Regulations 1994)
- 이 규정은 저전압 전기 장비(안전)규정 1989의 대체 규정이며 1995년 1월 9일에 발효되었다.
전기장비가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는 사람이나 가축의 사망 또는 부상위험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호가 포함된다.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기 장비에는 CE마킹 또는 포장·정보 시트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플러그, 소켓 등 안전 규정(Plugs and Sockets, Etc(safety) Regulations 1994)
- 플러그와 소켓을 포함하는 가정용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2016 - GOV.UK (www.gov.uk)
확인가능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 (인증) EU역외국에서 생산한 특정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이 필수요건(건강, 안전,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표시의 CE인증(Communaute Europeenne Marking)을 받고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해
야 한다. 2023년 1월1일까지 영국 또는 EU시장에 특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CE마크를 사용 할 수 있고, 그
이후 부터는 UKCA마크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UKCA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Using
the UKCA marking - GOV.UK (www.gov.u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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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전화, 컴퓨터 및 의료기기 등 총 24개 분야의 제품은 CE마크 부착 필수
시사점
영국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수요가 지속될 예정이며 실용성과 스타일
을 갖춘 제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고급 웨어러블 전자제품, 특히 스마트 웨어
러블 기기에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출함에 따라 명품 시계브랜드에서도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기업의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기, 안경 등의 사물에 스마트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웨어러블은 웨어러블 산업에서 떠오르는 분야 중 하나
이고, 동 시장은 신규 브랜드의 진입과 인기 증가에 힘 입어 지속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은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 성장에 관심을 갖고 선도 브랜드에 대응하는 혁신제품을 출시하여 전자상거래
중심의 주요 소매업체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전
략이 될 수 있다.
자료원: 유로모니터(Euromonitor), Statista,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EU집행위원회, GTA 및 KOTRA 런
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스페인 화장품 시장동향
- 코로나19 이후 화장품 수요 회복세
- 코스메슈티컬과 같은 틈새 시장 공략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
상품명 및 HS Code
화장품(HS Code 3304.99)
* 기초화장품(스킨케어제품)을 기준으로 함
시장동향
스페인 화장품 시장은 2016년 15억 5천만 유로에서 2019년 16억 3천만 유로로 동 기간 중 5.2% 성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외 활동이 크게 제한되며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2020년 화장품 시
장 규모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15억 3천만 유로에 머물렀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 들며 방역 정책이 완화되자, 화장품 소비가 반등해 전년대비 5.2% 증가한 16억 천
만 유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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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화장품 시장 규모 현황>
(단위: 백만유로)

[자료: 유로모니터]
스페인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얼굴 관리용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 제품의 시장 규모는 2021
년 기준 10억 8천만 유로로 전체 시장에서 67.1%에 해당한다. 그 뒤를 몸 관리용 제품(22.4%), 화장품세트
(6.8%), 손 관리용 제품(3.1%)이 따르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제품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
난 품목도 얼굴 관리용 제품으로 동 기간 중 6.5% 증가했으며, 손 관리용 제품과 화장품세트 판매도 각각
5.7%, 3.4% 늘어났다. 반면, 몸 관리용 제품은 해당 기간 중 판매가 3.0% 감소했다.
<스페인 신체 부위별 화장품 시장 규모 현황>
(단위: 백만유로)
종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바디케어

375.0

366.8

366.3

366.4

347.4

364.0

페이셜케어

1,019.1

1,045.3

1,071.0

1,101.4

1,024.3

1,085.1

핸드케어

46.3

46.9

47.5

48.2

46.5

48.9

화장품세트

107.6

109.9

112.3

114.9

107.1

111.2

합계

1,548.0

1,568.8

1,597.2

1,631.0

1,525.3

1,609.3

[자료: 유로모니터]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스페인의 화장품 수입은 전반적으로 현지 시장 상황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동 제품의 수입액은 2017년
7억 5천만 달러에서 2019년 8억 4천만 달러로 동 기간 중 12.0%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로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4.3% 감소했다. 2021년에는 화장품 수요가 다시 늘어나며 수입액
이 전년대비 16.7% 증가한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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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화장품 수입액 추이(HS Code 3304.99)>
(단위: 백만달러)

[자료: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수출입통계D/B(Datacomex)]
스페인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프랑스로 2021년 기준 전체 수입 중 40.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과 같은 인근 EU국이 따르고 있으며, 각각 전체 수입의 15.9%, 9.0%, 4.5%의
비중을 기록했다. 한편, 스페인의 대한 수입은 2017년 1,820만 달러에서 2020년 1,220만 달러로 동 기간
중 33.0%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41.8%로 크게 반등하며 1,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화장품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HS Code 3304.99)>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

프랑스

289.9

336.0

364.7

283.0

340.5

2

독일

149.5

140.0

141.4

121.3

134.9

3

이태리

62.6

75.3

69.2

67.4

76.0

4

네덜란드

16.5

16.0

18.5

21.8

38.0

5

폴란드

25.1

34.9

50.8

33.7

34.6

6

미국

34.7

39.5

25.6

28.5

33.2

7

벨기에

19.8

16.8

18.6

16.7

28.6

8

영국

36.9

43.8

34.9

43.5

24.4

9

중국

41.3

40.7

29.0

22.8

23.0

10

한국

18.2
11.5
11.3
12.2
[자료: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수출입통계D/B(Datacomex)]

17.3

경쟁동향
스페인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브랜드는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 체인 기업인 메르카도
나(Mercadona) 사의 델리플루스(Deliplus)로 2021년 대비 9.8%를 기록했다. 다만, 독일 바이어스도르프
(Beiersdorf)는 Nivea, Eucerin과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상위 10
대 브랜드 기준)이 11.3%에 달해 메르카도나를 앞서고 있다. L'Oréal Paris, La Roche-Posay, Gamier
등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로레알(LOréal)사도 합산 점유율(상위 10대 브랜드 기준)이 10.2%에 달
한다.
<스페인 주요 10대 화장품 브랜드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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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기업

2018

2019

2020

2021

Deliplus

Mercadona

10.1

10.1

10.2

9.8

Nivea

Beiersdorf

9.8

10.1

9.4

9.4

L'Oréal Paris

L'Oréal

4.7

4.9

4.9

5.1

Carrefour

Carrefour

3.8

3.7

3.9

3.7

La Roche-Posay

L'Oréal

2.5

2.6

2.8

2.9

Diadermine

Henkel

2.6

2.5

2.5

2.3

Freshly Cosmetics

Freshly Cosmetics

0.3

0.6

1.5

2.3

Gamier

L'Oréal

2.2

2.2

2.2

2.2

Clarins

Clarins

2.2

2.3

2.0

1.9

Eucerin

Beiersdorf

1.9

1.9

1.9

1.9

[자료: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수출입통계D/B(Datacomex)]
유통구조
스페인 미용 및 개인 관리 용품 시장 기준,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유통 경로는 건강/미용 전문점으
로 2021년 기준 32.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백화점 등이 각각 26.3%,
11.5%, 10.4%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현지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빠르게 늘어나
고 있어, 해당 경로를 통한 판매 비중이 2016년 5.4%에서 2021년 1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유통채널별 미용 및 개인관리 용품 판매 비중>
(단위: %)

[자료: 유로모니터]
관세율 및 인증
HS코드 3304.99 기준, 스페인의 화장품의 일반 관세율은 0%이며, 한-EU FTA 특별 관세도 동일하게 0%
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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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사전에 필수적으로 유럽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되어야 한다. EU 내 유통을 희망하는 화장품을 CPNP 상에 등록을 함으로서
화장품 원료나 성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며, 화장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처리할 수 있
는 유럽책임자(RP)가 지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 현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필요함으로, 스페인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라벨은 스페인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시사점
과거 스페인 소비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소비성향으로 인해 화장품을 구매 시 Nivea나 L’Oréal과 같은 독일
또는 프랑스계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 구매를 선호했다. 또한, 이러한 브랜드들은 이미 오랜 시간 스페인
시장에 진출해 활동 중에 있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견고한 유통망도 보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2008년 스페인 경제위기 발생 이후 조금씩 변화했다. 특히, 경기침체
로 구매력이 약화된 현지 소비자들은 최소의 품질을 유지하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유통기업의 PB
제품에 눈을 돌렸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Deliplus나 Carrefour의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2021년 기
준 각각 1위, 4위에 위치해 있다.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화장품은 기존
유럽 브랜드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참신한 외관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유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천연 원료 등이 사용되어, 새롭고 효과적인 제품을 찾는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스페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 중인 A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 전국적으로 볼 때 한국 화장품의 인
지도는 기존 브랜드에 비해 낮으나 최근 몇 년간 인기가 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 화장품이 현지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기존 중저가 브랜드 외에도 고가의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시장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소비자들은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도 피부 개선 효과가
확실한 화장품이라면 구매할 의향을 보임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
략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원: 유로모니터, 스페인 산업무역관광부 수출입통계D/B(Datacomex), 스페인 수입상 A사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일본 와이어로프 시장동향
- 와이어로프 시장, 4년만에 수요 증가
-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 계속해서 인상 중
□ 제품 기본정보
ㅇ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는 경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재료로 한 와이어로 꼬아서 만든 로프를 말한다. 소선을
꼬아서 스트랜드를 만들고, 심강을 중심으로 스트랜드를 꼬아서 합치면 와이어로프가 완성된다. 와이어로
프는 각종 산업기계, 토목건설기계, 선박, 어업, 임업, 광산, 전력, 삭도(로프웨이, 케이블카, 스키리프트 등),
엘리베이터, 철도, 항공기, 자동차, 교량, 건축구조물, 의료기기, 통신설비기기, OA기기 등 다방면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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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범주

7312.10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

7312.10.091

횡단면의 직경이 3mm를 넘는 것
- Ropes and cables of a cross-section dimension exceeding 3mm

7312.10.092

횡단면의 직경이 3mm이하인 것
- Ropes and cables of a cross-section dimension not exceeding 3mm
[자료: 재무성]

[자료: 전일본로프가공조합연합회, 도쿄제강 홈페이지]
□ 일본 와이어로프 시장 동향
2021년 일본 국내 와이어로프 수요는 2017년 이후 4년 만에 증가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11.8% 증가한 9
만 3,542톤이었다. 2021년 와이어로프 일본 국내 출하량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5만 8,048톤, 수입은 전년대
비 29.4% 증가한 3만 5,494톤이다.
2021년 일본 국내 수요를 분야별(토목건설・기계・어업・철강・임업・선박・조선・로프웨이・운수통신・도
매상 등의

총 10종)로

살펴보면,

기계가 29.6%(2020년:29.9%)를

비롯해, 토목건설 22.0%(20.1%), 철강

8.3%(8.0%), 어업 8.0%(7.9%), 조선 (3.1%), 선박 2.9%(2.9%). 임업 1.3%(1.2%), 운수통신1.1%(1.1%), 삭도
0.8%(1.1%)이다. 도매상 등은 22.9%(24.7%)로 2008년부터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 등의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향후 와이어로프 수요가 높은 토목건설업계에
서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나 유지보수 공사가 예정되고 있어 수요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일본 국내 와이어로프 수요 추이>
(단위: 톤)
2019년

2020년

2021년

출하

60,978

56,193

58,048

수입

30,049

27,411

35,494

수요 전체

91,028

83,604

93,542

주: 수입에 대해서는 GTA통계와 철강신문 발표 자료에 일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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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철강신문]
□ 최근 3년 간 수입 규모(한국 포함) 및 동향
HS Code 7312.10.091/092의 2021년 일본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31.4% 증가한 9,405만 달러였으며,
이 중 약 44%를 중국 수입품이 차지했다. 그 외에 한국, 베트남, 대만, 태국 순으로 수입액이 많다. 2021년
대한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17.2% 증가한 약 2,470만 달러이다.
<최근 3년 간 일본 와이어로프 국가별 수입 동향 (HS Code 7312.10.091/092 기준)>
(단위: 달러, %)
순위

수입액

수입국

증감률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1/’20

전세계

77,347,288

71,594,324

94,050,132

100.00

100.00

100.00

31.37

1

중국

30,289,977

27,623,544

41,063,034

39.16

38.58

43.66

48.65

2

한국

23,640,294

21,073,032

24,695,055

30.56

29.43

26.26

17.19

3

베트남

5,732,994

5,679,436

8,419,670

7.41

7.93

8.95

48.25

4

대만

7,925,592

6,855,877

6,764,410

10.25

9.58

7.19

-1.33

5

태국

1,829,859

3,228,507

6,160,774

2.37

4.51

6.55

90.82

6

필리핀

2,987,265

2,114,571

2,019,572

3.86

2.95

2.15

-4.49

7

미국

1,514,585

1,401,268

1,362,869

1.96

1.96

1.45

-2.74

8

독일

889,159

1,235,763

1,350,989

1.15

1.73

1.44

9.32

9

이탈리아

270,892

148,869

397,830

0.35

0.21

0.42

167.24

10

슬로바키아

292,231

541,424

384,884

0.38

0.76

0.41

-28.91

[자료: Global Trade Atlas(2022.6.3.)]
2022년 1월~4월 수입액은 전년동기비 28.9% 증가한 약 3,643만 달러, 수입량은 전년동기비 약 7.0% 증가한
12,805톤을

기록했으며,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동기비 7.7% 증가한

약 8,74만

달러, 수입량은 전년동기비

7.6% 증가한 3,416톤을 기록했다.
<2022년 1~4월까지의 수입액 및 수입량>
(단위: 달러, Kg)
순위

수입국

2020.1~4
수입액
수입량

2021.1~4
수입액
수입량

2022.1~4
수입액
수입량

전세계

23,893,840

9,196,031

28,253,244

11,031,268

36,426,166

12,805,066

1

중국

8,539,315

4,219,379

11,647,138

5,415,064

14,368,119

5,796,565

2

한국

7,716,617

3,066,635

8,114,127

3,175,550

8,739,827

3,416,335

3

베트남

1,992,529

697,528

1,577,021

543,007

3,603,171

1,227,809

4

태국

653,435

60,479

2,607,225

807,111

3,108,905

1,142,756

5
6
7
8
9
10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독일
영국

1,020,728
2,343,130
976,861
1,315
32,905
840,761
41,025
4,964
384,774
3,572
37,315
433,970
53,347
3,481
63,500
773
[자료: Global Trade Atlas(2022.6.3.)]

2,344,597
1,653,721
869,116
483,311
403,037
358,701

899,163
163,396
44,097
5,961
48,385
3,950

2,545,731
4,068
962,158
543,086
297,878
10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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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기업 (대표 기업 예)
JIS 규격 인정품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기업이며, 제선부터 제강 공정까지 일괄 생산하
고 있다. 그 외에 연선, 제강 공정 등을 중심으로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업, 수입/유통하는 기업이 있다.
<대표 기업 예>
기업명

본사

매출액

URL

Tokyo Rope Mfg

도쿄

637억 엔

https://www.tokyorope.co.jp/

Kobelco Wire

효고

268억 엔

https://www.shinko-wire.co.jp/

Nippon Steel Sg Wire

도쿄

160억 엔

https://www.sgw.nipponsteel.com/

Nichia Steel Works

효고

159억 엔

http://www.nichiasteel.co.jp/

JFE Techno-Wire

치바

34억 엔

http://www.jfe-techno-wire.co.jp

Moritani-Kouki

도쿄

20억 엔

http://www.moritani-kouki.co.jp/

Shinyo

도쿄

-

http://www.shinyo-h.co.jp/

Antacc

아이치

-

https://antacc.com/

오사카부

-

http://naniwa-wire.co.jp/

도쿄

-

https://www.shitaya.co.jp/

Naniwa Seikou
Shitaya Kinzoku

[자료: 기업 홈페이지, 국토교통성]
□ 유통구조
DAIKO 등 유통상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공사가 해외기업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거점을 둔 유통사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검품해 일본에 수출하기도 한다.
<와이어로프의 유통경로 예>

[자료: 바이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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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WTO협정 관세율은 무관세이며 통관 시 소비세 10%가 부과된다.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나 바이어와 거래
할 때 일본공업규격(JIS G 3525 등) 취득제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HS Code

기본

WTO협정

3.9％

무관세

7312.10.091
7312.10.092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실행 관세율표]
□ 시사점
2021년 일본 와이어로프 시장수요가 4년만에 증가했고, 와이어로프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회복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제품은 JIS 규격 외의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
는데, 종종 바이어와 거래 시 일본공업규격 취득제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Tokyo Rope Mfg는 2021년 12월 가격인상(20% 이
상)에 이어 2022년 7월 수주 분부터 현재 제품 가격에서 18 % 이상 인상할 것을 발표했다. 강재, 자원·에너지 가
격은 계속 상승세에 있어 향후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추가로 와이어로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 인증 취득, 거래
실적을 쌓아 일본 바이어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재무성, Global Trade Atlas, 철강신문, 유관기관 및 기업 홈페이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동향
상품명. HS Code

품목명

스마트 스피커

HS CODE

8518.21.0000

품목 설명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시장동향
스마트 스피커는 음성송출 장치인 스피커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음성 인식과 명령 수행 등의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일컫는다. 스마트 스피커는 음성으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날씨나 뉴스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안내해주기도 하며, 듣고 싶은 음
악을 재생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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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연평균 155% 수준의 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스마트 스피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한 4,489만 대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된다.
<2017-2022년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 규모(HS Code 8518.21 기준)>
(단위: 억 위안, 만 대)

[자료: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수입동향. 对韩 수입규모
중국의 스마트 스피커 수입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홍콩이 전체 수입의 77.2%로 1위를 차지하고 있
고, 뒤를 이어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영국 순위이다.
<2021년 중국 단일형 확성기 주요 수입지역 순위>
(HS Code 8518.2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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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단일형 확성기(HS 8518.21) 제품 수입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2018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단일형 확성기 수입현황 (HS Code 8518.21.00 기준)>
(단위: 만 개, 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수입수량

6,474

7,407

8,256

10,150

11,669

수입 금액

77,824

144,593

127,471

143,667

220,412

4

264

343

118

8

22

2,260

1,779

55

63

대 한국
수입 수량
대 한국
수입 금액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중국 단일형 확성기의 대 한국 수입 수량은 2017년의 4만 개에서 2018년에 들어서는 264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5,899% 성장했고, 2019년에도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면서 로컬 브랜드의
급성장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의 수입은 급감하였다.
<중국 단일형 확성기 대 한국 수입현황 (HS Code 8518.21.00 기준)>
(단위: 만 개,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경쟁동향
2014년 11월 Amazon에서 출시한 세계 첫 스마트 스피커 Echo는 음악재생뿐만 아니라 기후 검색, 알람 설
정, 뉴스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스피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Echo에
영감을 받아 2015년 중국에서도 최초의 스마트 스피커인 '딩동(叮咚)'이 출시되었고, 알리바바(阿里巴巴), 바
이두(百度), 샤오미(小米) 등을 필두로 수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 뛰어들었다.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는 빠른 시장 확대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통해 판매가를 낮추어 소비자들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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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이끌었다. 알리바바 티몰지니(天猫精灵)의 판매가는 499위안에서 99위안으로, 바이두의 샤오두는 249위
안에서 69위안으로, 샤오미의 샤오아이(小爱) 스피커는 169위안에서 99위안으로 값을 내렸다. 이러한 가격전
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형 스마트 스피커 제조사들은 연이어 도태되기에 이르렀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
으로 R&D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거대기업들이 스마트 스피커 시장을 과점하게 되었다.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샤오미(小米)의 3자 구도를 구
축하고 있는데, 2019년 이래 3사의 시장 점유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2019-2021년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RUNTO(洛图科技)]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과 타오바오에서 중국 스마트 스피커의 시장 규모를 확인한 결과, 판매
량 상위 5개 모델은 모두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등 3개 사 제품들로 나타난다.
<스마트 스피커 판매량 TOP 5 징둥 기준(2022년 5월 기준)>
(단위: 위안)
순위

제조사

브랜드

제품명

스크린 옵션

참고가격

1

바이두

샤오두

T10

○

1,499

2

샤오미

샤오미

2대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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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샤오미

샤오미

PRO

×

299

4

바이두

샤오두

X10

○

899

5

바이두

샤오두

1S

○

369

[자료: 징둥(JD)]
<스마트 스피커 판매량 TOP 5 타오바오 기준(2022년 5월 기준)>
(단위: 위안)
순위

제조사

브랜드

제품명

스크린 옵션

참고가격

1

알리바바

티몰지니

C2

×

129

2

샤오미

샤오미

PRO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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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바바

티몰지니

X5

×

299

4

샤오미

샤오미

2대

×

199

5

샤오미

샤오미

L06A

×

249

[자료: 타오바오(淘宝)]
이처럼 중국 브랜드의 시장점유가 높은 이유로는 가격경쟁력과 A/S를 꼽을 수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경
쟁력은 플랫폼과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대형 포털기업들이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스마트 스피커의
AI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중국은 넓은 국토에 걸쳐 방대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공식
적으로 55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있어 문화나 관습도 다채롭다. 따라서 소비자 계층의 일상생활
수요와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지역별
로 다양한 방언이 통용되고 있고, 일부 방언들은 상호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음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
국 전역의 방언을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 또한 필수적이다.
최근 화웨이(HUAWEI), 샤오미는 각기 드비알레(DEVIALET), 하만카돈(Harman/Kardon) 등 세계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와 협력해 고사양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타킷 소비자 계층을 세분화하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스크린이 있는 스피커는 최근 수년간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급 학교들의 온라인 수업확대는 스크린이 있는 스피커 시장 확대를 가속화시켰다. 스마트 스
피커에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교육, 영상통화 등과 같은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스크린이 있는 스피커는 음성에서 시각으로, 단일모드에서 다중모드로의 약진을 완성했다.
유통구조
2018년까지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 판매는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티몰(Tmall), 징둥(京东) 등 전통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공식 쇼핑몰이 90%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부터 사용자 축적을 위해 메이저 업체들이 오
프라인 채널 개척에 나섰고, 체험점 개설 외에도 운영사와의 합작을 통해 2019년 오프라인 채널 판매 비중
은 전체 시장의 38%로 2018년 10% 미만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판매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온라인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가 유행하면서 스마트 스피커의 판매증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
다. 바이두의 샤오두는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인 핀둬둬(拼多多)에 공식 매장을 개설하고, 브랜드데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신제품 출시와 함께 10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뒤를 이어 틱톡(TikTok), 콰이(K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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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스마트 스피커 제품을 주력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2019-2021년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 판매 구조>
(단위: %)

[자료: SOHU]
관세율. 인증
2022년 기준, 원산지가 한국인 스마트 스피커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한중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은 2%이
며, RCEP협정에 따를 경우 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스마트 스피커 제품 수입 세율 (2022년 기준)>
관세
HS Code

(한중 FTA)

품목명

한중

최혜국

FTA

MFN

2%

0%

RCEP

증치세
(부가세)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8518.2100

한정한다]

9%

13%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자료: 중국 해관 수출입 세칙 (2022년)]
외국에서 제조된 스마트 스피커를 중국으로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CCC인증과 SRRC인증 취득이 필요
하다.
CCC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中国强制性产品认证制度)은, 중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
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 검사 제도이다. 현행 CCC인증 대상 제품의 범위는 가정용 전
기전자 제품, 완구, 자동차 및 부품, 소방부품 등 23개 분류 172개 품목에 이른다.

CCC인증 신청서류 목록

비고

① 인증신청서 (强制性产品认证申请书)

_

② 신청인의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등록 증명서 사본
(申请人的《企业法人营业执照》或登记注册证明复印件

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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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공장의 조직도 (生产厂的组织结构图)
④ 인증 신청 제품의 공정도 (申请认证产品工艺流程图)
➄ 정기점검용 핵심기기 설비(인증실시규칙 공장 품질제어 검사요구사항
참조) 명세서
(例行检验用关键仪器设备(见认证实施规则工厂质量控制检测要求)清单)
➅ 제품 조립도, 전기 원리도 (产品总装图、电气原理图)

_

➆ 인증 신청 제품 중국어 표찰 및 경고 표기

1식2부

(申请认证产品中文铭牌和警告标记)
➇ 인증 신청 제품 중국어 제품사용설명서

_

(申请认证产品中文使用说明书)
➈ 모델별 차이점 설명

_

(同一申请单元内各型号产品之间的差异说明)
➉ 모델별 제품 외관 사진

1식2부

(同一申请单元内各型号产品外观照片)
⑪ 필요 시 기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CB 테스트 보고서 있을 시

(需要时所要求提供的其它有关资料)

함께 첨부
[자료: 창춘무역관 자체 정리]

SRRC인증(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国家无线电管理委员会强制认证)은 무선기기에 대한 인
증제도로 무선 통신망의 위해방지 및 전파 혼간선 최소화,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 유지를 통한 제품의 안정
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상이한 제품 간 의무표준 준수를 통한 상호호환성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RRC인증 대상 품목은 전파를 송신하는 무선통신, 항법, 위치선정, 방향 탐지 등 27종류의 제품이 해당된
다. Bluetooth, Wifi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은 반드시 중국 SRR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SRRC인증 신청서류 목록

비고

① 인증신청서 (强制性产品认证申请书)

1식2부

② 위탁서(委托书)
③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④ 샘플, 수량은 제품에 따라 정하며, 그 중 3~5대는 테스트에
필요한 RF선이 보여야 함.
(样机，数量依不同产品而定，其中需要三到五台引出RF线)
➄ ISO증서, 기업 소개

_

客户的ISO证书或公司简介和公司能力说明
➅ 제품의 규격 사양서, 전기 원리도, 설명서 등
产品的规格书、电路图、说明书、方块图、操作说明等
➆ Antenna Peak Gain(天线增益), Antenna pattern
➇ 테스트 디렉션 (测试指导)
➈ EUT 컬러 사진 3부 (EUT的彩色照片3份)

인터페이스와 측면을 포함해야 함
DSSS 또는 FHSS처럼 여러 개의 작동

➉ 주파수채널 대조표(频率频道对照表)

채널이 있을 시 제공

[자료: 창춘무역관 자체 정리]

- 36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1 2022. 06. 06 ~ 2022. 06. 12

시사점
스마트 스피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와 개발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로서, 향후 스마트홈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봉대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중국 최대
포털 플랫폼 기업 바이두의 회장 리옌홍(李彦宏)은 2019년 디지털중국서밋(数字中国建设峰会)에서 ‘스마트
스피커로 대표되는 스마트홈은 AI시대의 새로운 입구’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일부 거대기업들의 출혈경쟁으로 중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새롭고 다양한 후발 주자들의 신규 진입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며, 장기적으로는 신
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의 출현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자료: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KOTRA무역투자빅데이터,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쳰잔산업연구원(前瞻

产业研究院), RUNTO(洛图科技), SOHU, 중국 해관 수출입 세칙, 징둥(JD), 타오바오(淘宝), 창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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