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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
규제 해결한다
- 국표원, 2021년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 해소 - 1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협력 강화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
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
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
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
원국에 통보하는 문서
** 통보문 발행추이(건): ('17) 2,579→('18) 3,063→('19) 3,336→('20) 3,352→('21) 3,966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
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
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ƒ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
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외
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
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 3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2 2022. 06. 13 ~ 2022. 06. 19

2. 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
- 제1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 개최 -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과제 발굴 및 국내외 규제현황 조사·공유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
준화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
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
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
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의무화 예정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
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
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

행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
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
서,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
다”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12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4호, 2020.10.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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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복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 인증품목에 대한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 표준물질 학계간담회, 기술세미나, 제품전시를 한자리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 개발된 소재의 성분·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장비 개발·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
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KOREA LAB 2022)」에 참가하
여 주요 표준물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을 착수하여 작
년 190개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다수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 ’20-’21년 40개 과제를 통해 190개 표준물질 개발, 현재 49개 과제 진행 중
개발된 표준물질은 국내 대·중·소기업, 국가연구기관, 발전소, 학교 등 200여 곳*에 보급되었고 표준물질의
판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기업(삼성전자 등 140개), 기관(당진화력발전소 등 35개), 학교(서울대 등 27개)
이번 간담회에선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실험실에서의 활용사례와 협
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구가톨릭대 홍철표 교수는 의료영상기기 표준물질 개발 사례를 부산대 이
희수 교수는 미래핵심 표준물질 선정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 실습교육, 산
학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물질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 5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2 2022. 06. 13 ~ 2022. 06. 19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의 필수 요소이자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 강조하고, “표준물질 개발은 물론, 국산 표준물질이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통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5.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 - 46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 수요가 없는 단말접속 방식인 종합정보통신설비(ISDN)의 기본속도에 대한 조항을 기술기준에서 삭
제하고 광신호 출력 용어를 통일된 용어로 변경하는 등「단말장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통신설비(ISDN) 기본속도(BRI)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자는 없으나,
- 인증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 유지비용(교정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본속도에 대한 조항을
기술기준에서 삭제
나. ITU-T, IEEE 국제표준에서 광선로 설비의 송신출력 관련 용어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이를 각각 수
용한 기술기준도 용어가달라 통일된 용어(‘수신감도’와 ‘과부하’)로 변경
- 기술기준에서 정한 용어는 국제표준 내용을 주석으로 추가하여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다. 국제표준 기술 수용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인터페이스 기반’을 ’기술기반’ 용어로 변경
라.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변경
- ‘종단’ 용어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행 표기하여 ‘종단(終端)’으로 하고 기술기준에서 맨 처
음 나오는 한 곳만 변경, ‘첨두값’은 맞춤법을 수정하여 각각 ‘첨둣값’하고, ‘팩시밀리’는 ‘팩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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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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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david7937@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6. 스테로이드류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 온라인 불법유통 누리집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ㅇ 주요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
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
건입니다.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
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식품·의료제품의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객관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ㅇ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
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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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
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으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ㅇ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고,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ㅇ 실제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 주요 검출 성분의 부작용 등 이상반응 >
구분

성분명

부작용 등 이상반응

옥산드롤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간자반병, 간세포 종양, 고환기능의

난드롤론디카노에이트
스타노졸롤
메탄디에논

억제, 고환위축증, 발기불능, 만성 음경
지속발기증, 부고환염, 방광흥분, 음핵비대, 월경이상, 습관성·
흥분성 불면증, 우울증 등

볼데논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진해거담제

클렌부테롤

장기간 투여 시 여성의 남성화, 정자형성의 억제,
사춘기 조발증, 남성의 여성형 유방 등
두통, 근경직, 신경과민, 부정맥 등

□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ㅇ 아울러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외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을 지정 추진 중(｢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22.4.14. 입법예고)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불법 스테로이드류 등 의약품 성분검사 결과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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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류 등 의약품 성분검사 결과
사진

검출 성분 (1,000 μg = 1mg)

ANAVAR
옥산드롤론

4,561 μg/정

(표시성분 :

메탄드로스테놀론

옥산드롤론

스타노졸롤

0.011 μg/정

클렌부테롤

28.6 μg/정

(4.56 mg/정)

0.0283 μg/정

10mg/정)

CLENBUTEROL
(표시성분 :

메탄드로스테놀론

클렌부테롤

스타노졸롤

0.028 μg/정

메탄디에논

4.51 μg/정

(28.6 mcg/정)

0.344 μg/정

40mcg/정)

DIANABOL
(표시사항 :

메탄드로스테놀론

메탄디에논

볼데논

(0.0045 mg/정)

25,774 μg/정

0.136 μg/정

10mg/정)

STANO
스타노졸롤

1,788 μg/정

(1.79 mg/정)

(표시성분 :

메탄드로스테놀론

0.178 μg/정

스타노졸롤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17-아세테이트

10mg/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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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843,881 μg/바이알
(84.39 mg/mL)

TEST-PROP
(표시성분 :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100mg/ml)

테스토스테론

1,985 μg/바이알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17-아세테이트
테스토스테론 17-발러레이트
메탄드로스테놀론

4.27 μg/바이알

0.293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페닐프로피오네이트

26.8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이소카프로에이트 3.15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디카노에이트
난드롤론 디카노에이트
볼데논

SUSTANON

40.3 μg/바이알

78.9 μg/바이알

0.888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206,620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페닐프로피오네이트

575,502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이소카프로에이트
테스토스테론 디카노에이트

536,101 μg/바이알

496,573 μg/바이알

(표시성분 :
테스토스테론
블렌드

(181.48 mg/mL)
테스토스테론

2,450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17-발러레이트

250mg/ml)

메탄드로스테놀론
볼데논

74.1 μg/바이알

0.572 μg/바이알

1.15 μg/바이알

클로스테볼

1.62 μg/바이알

난드롤론 디카노에이트

988,606 μg/바이알

DECA

(98.8 mg/mL)

DURABOLIN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테스토스테론

(표시성분 :
난드롤론
디카노에이트
250mg/ml)

10.3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이소카프로에이트
테스토스테론 디카노에이트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없음)

옥산드롤론

1,278 μg/바이알

1,413 μg/바이알
629 μg/바이알

21,345 μg/캡슐

876 μg/캡슐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볼데논

1,505 μg/바이알

2,825 μg/바이알

메탄드로스테놀론
varfuel 25

560 μg/바이알

테스토스테론 페닐프로피오네이트

난드롤론

(표시성분 :

2.06 μg/바이알

3.32 μg/캡슐

1.02 μg/캡슐

메탄디에논

32.4 μg/캡슐

스타노졸롤

7.55 μg/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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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드롤론
Dianafuel 25
(표시성분 :

없음)

9,448 μg/캡슐

메탄드로스테놀론
스타노졸롤
테스토스테론
메탄디에논
볼데논

OXANDROL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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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μg/캡슐

5.34 μg/캡슐
17-프로피오네이트: 0.674 μg/캡슐
0.092 μg/캡슐

0.069 μg/캡슐

옥산드롤론

123,894 μg/정

스타노졸롤

4.10 μg/정

(123.89 mg/정)

(표시성분 :

메탄드로스테놀론

옥산드롤론

히드로코르티손 21-아세테이트

10mg/정)

플루옥시메스테론

메탄디에논
DIANABOLOS
(표시성분 :
메탄디에논
10mg/정)

STANOS
(표시성분 :
스타노졸롤
10mg/정)

0.145 μg/정

0.0328 μg/정

18.8 μg/정

메탄드로스테놀론
스타노졸롤

0.348 μg/정

(0.019 mg/정)

13,786 μg/정

2.58 μg/정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테스토스테론
볼데논

0.030 μg/정

0.0547 μg/정

0.562 μg/정

플루옥시메스테론

0.0393 μg/정

옥산드롤론

0.429 μg/정

스타노졸롤

1,436 μg/정

옥산드롤론

1.69 μg/정

메탄드로스테놀론

(1.44 mg/정)

0.0795 μg/정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0.030 μg/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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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분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주진영 (043-719-1920)

책임자

과

장

백선영 (043-719-5301)

담당자

연구관

김형일 (043-719-5310)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7. 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등 자주 묻는 사례 공개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사례 등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문의 등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사례를
‘의료기기 정보포털*’에 6월 16일부터 공개합니다.
* 의료기기 정보포털(udiportal.mfds.go.kr) → 의료기기 정책 → 의료기기 해당 여부 공개
ㅇ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등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사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와 비의료기기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입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질의·답변 사례는 지난 한 달 동안 식약처에 문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문의
중 반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정리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과정의 시행착
오를 줄여 업체가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제별 의료기기 품목분류 사례를 적극 공개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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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답변 사례

<가상현실(VR)>

질의1)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머리와 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움직여 전정기관의 재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1) 안진 *을 측정하여 평형 기능을 분석,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라면 “평형기능분석소프트웨어” (E03040.01, 2등급)에 해당됨
* 안진 :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안구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현상

<의료영상>
질의2-1) 의료영상 저장 및 열람을 위해 사용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2-1) DICOM* 파일 등 의료영상을 전송하고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1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E11010.02, 1등급)에 해당됨
* DICOM(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in Medicine/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 표준)
: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영상 자료를 처리, 전송 등을 할 때 지켜야하는 표준

질의2-2) 의료영상기기(CT, MRI)를 통해 획득된 DICOM 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척추 질환의 진료,
진단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2-2) 퇴행성 척추 질환 진단을 위해 CT, MRI 등의 영상을 분석하여 이상 부위(암 이상 부위 제외)
를 색상, 지시선 등으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는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E11030.01,

2등급)에 해당됨

질의2-3)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부 CT영상 내에서 종양 의심 부위를 검출하여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2-3) 복부 CT영상에서 종양 의심부위를 윤곽선, 색상, 지시선 등으로 표시 하고 분석해 주는 소프트
웨 어 는 "3등 급 의 료 영 상 검 출 ·진단보조소프트웨어"(E11030.02, 3등급)에 해당됨

<뇌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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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1) 환자의 뇌파를 분석하여 주요 우울증 장애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는 의료
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3-1) 우울증 장애로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정 상태에서 측정된 뇌파를 분석하여 우울증 장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는 “뇌파분석소프트웨어”
(E06010.01, 2등급)에 해당됨

질의3-2) 뇌파를 분석하여 치매 위험 진단을 돕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답변3-2) 측정된 뇌파를 분석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치매 위험 인자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 는 소 프 트 웨 어 는 “뇌 파 분 석 소 프트웨어”(E06010.01, 2등급)에 해당됨

<의료데이터>
질의4-1) 간경직도, 지방간 수치 등의 데이터를 통해 간경변 등 특정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소프
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4-1) 의료기기로부터 취득한 간경직도, 지방간 수치 등을 통해 특정 질병의 발병 가능성 정도를
분석 및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됨.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특정 장치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장치의 허가(인증) 시 함께 검토되어야 함

질의4-2)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설정된 안압을 유지 시키기 위해 안압과 점안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약물 조절 및 점안 준수 유도 등 중재를 통해 안압을 유지·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에 해당되나요?
답변4-2) 녹내장 환자 관리를 위해 안압계로부터 환자의 안압데이터를 전송·수집·감시하여 지정된 안압
범위를 벗어날 경우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는 “2등급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소프트웨어”(E05110.02, 2등급)에 해당됨

<혈당측정>
질의5-1)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주입해야하는 적절한 인슐린 양을 계산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5-1) 연속혈당측정장치를 통해 환자의 혈당 수치 등 생체 신호를 수집하여 적정 인슐린 주입량을
모의 계산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는 “의약품주입관리소프트웨어”(E05010.01, 2등급)
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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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2) 체외형인슐린주입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파일을 서버로부터 기기로 전송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나요?
답변5-2) 별도의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으며, 단순히 체외형인슐린주입기 제품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설치 파일을 자사 서버로부터 기기로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지장애>
질의6)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인지장애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인가요?

답변6) 환자의 인지기능을 분석하고 인지 형성 과장에 영향을 미치는 맞춤형 컨텐츠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수립, 제공하여 인지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인지치료소프트웨어”
(E06060.02, 2등급)에 해당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8. 유럽화학물질청, 살생물제 검토 프로그램 내 은-폴리에틸렌이민-염화물 포함을 위한
관심 신고 요청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지난 5월 23일 EU BPR**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은-폴리에틸렌이민-염화물***
에 대한 승인 희망을 표명하도록 공개 초청장을 발행했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EU) 528/2012
*** Silver-polyethylenimine-chloride
신고 기업들은 다음 용도로 BPR에 따라 은-폴리에틸렌이민-염화물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하여 모
두 관심을 철회했습니다.
√ 제품 유형 1 – 인체용 살균제
√ 제품 유형 2 – 비인체용 살균제 또는 살조제
√ 제품 유형 9 – 섬유, 가죽, 고무 및 중합재료 보존제
이해 당사자는 검토 대상 목록 내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 5월 23일까지 ECH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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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approval-of-active-substances/existing-active-substance/successful-declarations-of-interest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9. EU,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DDAC) 살생물 활성물질 승인
2022년

6월

1일,

유럽위원회는

유럽

살생물제관리법(BPR*)에

따라

아래의

제품유형에

적용되는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DDAC)을 살생물 활성물질로 승인할 예정임을 고시하고 이를 WTO
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살생물 제품위원회(BPC**)의
해당 물질에 대한 살생물 활성물질로서의 기술적 검토 및 승인에 근거합니다.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European CHemical Agency
*** Biocidal Product Commitee
○ 사람에 적용되는 위생용품 등(제품 유형1)
○ 사람이나 동물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독제 및 살조류(제품 유형 2).
고시에 따라 8월에 최종 승인될 예정으로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MetaCollection=WTO&SymbolList=
G/TBT/N/EU/894&Serial=&IssuingDateFrom=31/05/2022&IssuingDateTo=02/06/2022&CATTITLE=&
ConcernedCountryList=&OtherCountryList=&SubjectList=&TypeList=&FullTextHash=371857150&Pro
ductList=&BodyList=&OrganizationList=&ArticleList=&Contents=&CollectionList=&RestrictionTypeNa
me=&PostingDateFrom=&PostingDateTo=&DerestrictionDateFrom=&DerestrictionDateTo=&Referenc
eList=&Language=ENGLISH&SearchPage=FE_S_S001&ActiveTabIndex=0&languageUIChanged=tru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0. 브라질, 위험도가 낮은 살균제에 대한 신고 절차 간소화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는 위험도가 낮은 살균제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 법
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 Resolution RDC No 692
2022년 6월 1일 발효된 결의안에 따르면 위험도가 낮은 ‘위험도 1(risk 1)’에 해당하는 살균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시스템상에서 제품 고유 번호**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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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만 만료됩니다.
* Electronic Petition and Collection System
** product identifier number
기관은 해당 법안*에서 ‘위험도 2(risk 2)’에 해당하는 살균제에 관련한 법규도 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2’
에 해당하는 살균제는 가정, 산업 및 보건 시설 등에서 항균 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로 위험도가 높
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보다 복잡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10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개정에는 새로운 정의
가 도입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Resolution RDC No 693
또한, 살균제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인가품목록(positive list)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46개 물질이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99857/brazil-simplifies-notification-rules-for-low-risk-sanitisers
http://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6407669/RDC_692_2022_.pdf/e7687aec-3948-4827-a7b3-d05d9c5d18ca
http://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6437847/RDC_693_2022_.pdf/900aeb79-d5d3-4dc7-80f0-9d8a0dd7502c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1. 중국 전기밥솥 시장동향
- 전기밥솥 시장 고급화, 차별화 추세
- 2021년부터 5년간 중국 전기밥솥 교체 수요 약 4억 5,000만 대로 추산
□ 상품명 및 HS Code
전기밥솥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자동으로 밥을 짓는 대표적인 주방용 가전제품 중 하나로, 일반 밥솥과
압력밥솥으로 나뉜다. 일반 전기밥솥은 밑면의 열판을 가열하는 원리로 기본적인 취사와 보온 기능을 갖추
고 있다. 압력 전기밥솥은 일반 밥솥보다 높은 압력과 온도로 더욱 차진 밥을 지을 수 있는 제품이다.

상품명
(한글)전기밥솥

HS코드

(중문)电饭锅，电饭煲

85166030

□ 시장규모 및 동향
전기밥솥은 중국인의 생활습관에 잘 맞고, 편리하고 다양한 조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형 가전제품 중 가
장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꼽힌다. 난방재부망(南方财富网)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소형 가전제품 판
매액 중 전기밥솥의 판매액 비중이 2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톈펑증권연구소(天风证券研究所)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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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내 낡은 전기밥솥을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약 4억 5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화징정보망(华经情报网)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밥솥 시장규모는 2017년 약 75
억 위안 (약 1조 4,139억 원)에서 2020년 약 89억 위안 (약 1조 6,731억 원)으로 3년간 평균 5.8%의 성장
률을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의 전기밥솥 시장 매출 증가율은 1.08%에 불과했으나 성장을
이어갔으며, 2020년 판매량은 약 3,667만 대에 이른다.
<2017~2020년 중국 전기밥솥 판매액과 판매량>
(단위: 억 위안, 만 대, %)

[자료: 화징정보망(华经情报网)]
중국 소비 시장에 개성과 최신 기술을 중요시하는 80,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
서, 전기밥솥 시장도 고급화, 스마트화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브랜드의 중
∙고가 전기밥솥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샤오미 IH전기밥솥은 WI-FI를 연결해 스마트폰
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지역별 쌀의 특징에 따라 취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샤오미 IH 전기밥솥은 출시된 지 4년 만인 2020년 온라인 판매액 4억 1000만 위안 (약 769억 원)을 달성
했으며, 2020년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대표적 할인 행사 솽스이(双十一) 기간에는 30분 만에 판매 2만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내 건강과 체중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조리 시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
당 기능을 탑재한 전기밥솥이 인기를 끌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저당 전기밥솥의 온라인 판매량이 29만
대, 오프라인 판매량은 1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3.6%, 2,199% 증가했다. 저당 전기밥솥의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저당 전기밥솥 조리의 밥 품질평가 기술 규범(低糖电饭
锅烹饪的米饭品质评价技术规范)》을 발표하여 조리 후의 밥의 품질에 대해 저항성 전분 함량 8.00% 이상,
저항성 전분 함량 증가량 5.00% 이상, 소화 가능 전분 함량 감소율 6.00% 이상 등 5가지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수입동향
최근 3년간 중국 전기밥솥 수입 시장 규모는 평균 약 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 전
기밥솥 수입액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6,397만4,000달러(약 804억 원)으로 2019년부터 수입액이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전기밥솥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페루, 브라질, 파나마 등이 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전기밥솥 대한 수입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471만 1,000달러(약 31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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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음으로 국가별 수입액 2위를 차지한다. 일본과 한국 2개국에서 수입한 전기밥솥 수입액은 전체 수
입액의 96%를 차지한다.
<중국 전기밥솥(HS Code: 85166030)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액

국가명

증감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2020년

총계

45,218

47,241

63,974

35

1

일본

27,482

27,032

36,723

36

2

한국

16,112

19,285

24,711

28

3

페루

0

0

716

0

4

브라질

0

0

488

0

5

파나마

0

0

320

0

6

태국

26

83

110

33

7

대만

115

127

105

△17.9

8

미국

30

114

70

△38.5

9

싱가포르

38

37

55

49

10

영국

57

46

48

5

[자료: KITA]
□ 주요 경쟁기업
중국 전기밥솥 시장은 일부 브랜드가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 상위 10대 브랜드 중
TOP3 브랜드인 Midea, SUPOR, Joyoung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68.2%이고, 이 세 브랜드의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해외 브랜드 제품은 로컬 브랜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
성하고 있다.
<중국내 판매 상위 10대 전기밥솥 브랜드>
순번

브랜드

대표 제품

주요 제품

- 국가: 중국
- 특징: IH가열식/터치방식/3~8인용/누룽
1

지 밥 등 8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489위안 (약 9만원)
(모델: MB-FB40S701IH)

- 국가: 중국
- 특징: IH가열식/터치방식/3~6인용/밥,
2

죽, 국, 등 4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699위안 (약 13만원)
(모델: SF40H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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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중국
- 특징: IH가열식/터치방식/3~6인용/죽,
3

국, 케익 등 7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599위안 (약 11만원)
(모델: 40N1)

- 국가: 일본
- 특징: IH가열식/ 버튼식/2~6인용/죽, 국,
4

잡곡 등 6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1,099위안 (약 20만원)
(모델: SR-R10A8)

- 국가: 일본
- 특징: IH가열식/터치방식/3~8인용/밥,
5

죽, 국, 등 18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549위안 (약 10만원)
(모델: HD4539/21)

- 국가: 일본
- 특징: IH가열식/버튼식/2~6인용/밥, 죽,
6

국, 등 12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2,699위안 (약 51만원)
(모델: JKT-D10C)

- 국가: 일본
- 특징: IH가열식/버튼식/3~8인용/밥, 죽,
7

국, 등 11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2,700위안 (약 51만원)
(모델: NP-HBH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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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중국
- 특징: IH가열식/핸드폰 원격 제어/2~6인
용/지역별 쌀의 특징에 따라 취사방법 선

8

택 가능
- 가격대: 869위안 (약 16만원)
(모델: YLIH02CM)

- 국가: 한국
- 특징: IH가열식/ 버튼식/2~6인용/밥,
9

죽, 잡곡 등 8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2,299위안 (약 43만원)
(모델:CRP-HP0660SR/H)

- 국가: 일본
- 특징: IH가열식/ 터치방식 /2~6인용/밥,
10

죽, 케익 등 8가지 취사 기능 탑재
- 가격대: 1,098위안 (약 21만원)
(모델: RC-10HPC)

[자료: maigoo, 징둥(京东)]
□ 유통구조
전기밥솥 유통채널로는 온라인이 단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장조사연구기관인 화징정보망 (华经情
报网)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기밥솥 판매액 중 84%가 온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져,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력
소비층인 80,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온라인 소비를 즐기기 때문이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는 소용량 전기밥솥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4L 이하의 소용량 전기밥솥의 판매 비중이 5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5L 이상의 대용량 전기밥
솥은 17.1%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의 조사에 의하면
100~299위안 (약 2만 원 ~ 5만원) 가격대의 저가형 모델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반면
700~999위안 (약 14만원 ~ 20만원) 가격대의 프리미엄 라인의 경우 오히려 오프라인 채널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프리미엄 제품의 온라인 판매비중은 39.3% 였으나, 2020년에는 25.45%로 비중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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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0년 중국 전기밥솥 온오프라인 판매액 비중>

[자료: 화징정보망 (华经情报网)]
□ 수입 관세 및 관련 인증제도
전기밥솥의 한-중 FTA협정 관세율은 2021년 기준 4.5%이고 양허표 상의 단계별 양허 유형은 10으로 규
정되어 있어 2024년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전기밥솥의 최혜국 관세율은 7%로 한중 FTA 세율보다
높으므로 한중 FTA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기밥솥(HS Code: 85166030) 관세율 비교 >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2021 MFN
(최혜국세율)
7%

2021 한중 FTA

일반세율

4.5%

130%

13%

[자료: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인증의 경우 중국 전기밥솥은 CCC인증이 필요하고,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① CCC 인증

명칭
인증구분
일반사항

절차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제품이 '강제 제품 인증 필요 리스트'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중국
3C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함.
신청서 제출 ▶ 자료 심사 ▶ 샘플 제출 ▶샘플 측정 ▶공장 심사 ▶심사합격 ▶ 인증
서 취득 ▶ 사후 감독
1. 인증 신청서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준비서류

3. 생산공장 조직 구조도
4. 제품 공정 흐름도
6. 공장 내 제품 품질 검측 기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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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중문 사용 설명서
8. 제품 회로도 (원리도, 전기회로도 인쇄본 포함)
9. 제품 중문 라벨 및 주의 경고 표시
10. 다른 모델과의 차이점 설명
11. 다른 모델의 외관 사진
12. CB검측보고서 *
13. 기타 필요 서류
기간

통상적으로 약 90일이 소요되며, 신청 제품의 종류나 인증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 또
는 연장 가능

* CB 검측 보고서는 IECEE 회원국으로부터 전기, 전자부품, 장비, 제품 안전 테스트에 관한 보고와 인증서를
받은 상호 인증 국제 시스템(Certification Bodies Scheme)이다.
② 에너지효율 라벨
전기밥솥은 ‘중국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제품 설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
总局)에서 담당하며 서류 심사, 제품 테스트를 거쳐 에너지 라벨 등록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 라벨에는
생산자 명칭 혹은 약칭, 제품 규격 모델, 에너지효율 등급, 에너지 소모량, 에너지 효율 국가 표준 번호 등
정보가 포함된다.
<에너지효율 라벨 샘플>

[자료: 즈더마이(值得买)]
□ 시사점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하면서 중국 내 전기밥솥 시장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한 제품이 등장하였고,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을 원하는 소
비자를 위해 조리 시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당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등장하였다. 전기 밥솥 브랜드들은 차
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전기밥솥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지 가전제품 온라인 유통 업체 담당자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정보 습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를 결
정하는 건강한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다. ”면서 “전기밥솥을 포함한 전통적인 소형 가전제품도 좋은

- 23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2 2022. 06. 13 ~ 2022. 06. 19

품질, 스마트 기능, 친환경 기능 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야 한
다.”라고 전했다.
자료: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징둥(京东), maigoo (买购网), 즈
더마이(值得买),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KITA 및 KOTRA항저우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미국 의료용 주삿바늘 시장동향
- 2021년 한국산 의료용 주삿바늘 대미 수출, 전년 대비 32% 증가
-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보급으로 주삿바늘 수요 급증
상품명 및 HS Code
의료용 주삿바늘은 ‘섬광조영술용 진단기기,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 및 시력 검사 기기를 포함한 내과용·외
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including scintigraphic apparatus,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and sight-testing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으로 정의된 제9018호에
속하며, 세부적으로는 ‘관 모양의 금속제 및 봉합용 바늘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Tubular metal needles
and needles for suture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을 의미하는 9018.32로 분류된다.
<의료용 주삿바늘의 예>

[자료: Pixabay(https://pixabay.com/en/)]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IBIS World의 미국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업 보고서(Syringes & Injection
Needle Manufacturing in the US, 2021년 12월 발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
산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약 35억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주춤했던 2020년을 겪고, 해당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3.2%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7년까지 약 42억33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IBIS World는 예측했다.
<2013~2026년 미국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업 시장 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US$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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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1년 이후의 수치는 예상치
[자료: IBIS World(Syringes & Injection Needle Manufacturing in the US, 2021년 12월 발간)]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주사기 및 주삿바늘 시장은 주로 건강 및 의료 분야 지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규모, 플라스틱 및 금속 등 원료의 가격,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규모 등에 주된 영향을 받는다.
공공 및 개별 분야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와 지출이 증가할수록, 사적 의료보험 가입과 혜택 수혜가 증가
해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 지출 범위가 높아질수록 주사기와 주삿바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전
반적인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년층 인구와 비만 등 만성 질병을 겪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해당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주사기
및 주삿바늘 수요가 급증하기도 해 시장규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2021년 미국의 주삿바늘 수입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8억2221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입국은
아일랜드로, 아일랜드산 주삿바늘의 작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33% 감소한 2억4546만 달러 규모다. 아
일랜드 다음으로는 중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1위부터 5위까지 상위권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이 전체 수입시장의 대부분인 약 71%를 차지하는 한편, 작년에는 특히 중국(252.9%)과 일본(91.4%)으로부
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해 시선을 끈다.
<최근 3년간 미국의 의료용 주삿바늘 수입동향(HS Code 9018.32 기준)>
(단위: US$ 백만, %)
연도별 수입액
순위

비중

증감률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20

-

전체

766.43

767.86

822.21

100.0

100.0

100.0

7.1

1

아일랜드

334.39

369.50

245.46

43.6

48.1

29.9

-33.6

2

중국

22.46

31.72

111.95

2.9

4.1

13.6

252.9

3

멕시코

97.34

76.76

97.86

12.7

10.0

11.9

27.5

4

일본

46.84

41.85

80.10

6.1

5.4

9.7

91.4

5

한국

37.22

38.70

50.99

4.9

5.0

6.2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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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덴마크

49.48

29.70

39.92

6.5

3.9

4.9

34.4

7

독일

41.61

36.21

36.23

5.4

4.7

4.4

0.1

8

태국

30.42

25.90

27.64

4.0

3.4

3.4

6.7

9

싱가포르

18.71

23.00

24.00

2.4

3.0

2.9

4.4

10

도미니카 공화국

1.06

15.01

23.95

0.1

2.0

2.9

59.5

[자료: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2022.06.08.)]
작년 한국의 대미 주삿바늘 수출 규모는 약 5099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1.8%라는 큰 성장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19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미국 수입 시장에서 6위를 기록하던 한국은 2021년 5위로 한 계
단 올라섰고,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제품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경쟁동향
IBIS World에 의하면 미국의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 시장은 시장점유율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서, 2021년 기준 상위 4개의 메이저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인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주사기나 주삿바늘 분야에서 비교적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작은 규모 기업들이 시장 내
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거대 자본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독보적인 업계 1위 메이저 플레이어 기업은 Becton, Dickinson and Company(이하 BD)로, 전체 시장의
50%를 단독으로 점유 중이다.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총 7만5000명 규모의 직원을 고용 중인 BD는 주사
기 및 주삿바늘, 소독제, 정맥 접근용 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매출 약 18억 달러 규모의 메이저 기업이
다. 특정하게 주삿바늘 생산에 전문성을 둔 BD와는 달리, 그 외의 주요 기업들은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
비즈니스도 일부분으로 관여하는 타 분야 중점 기업들이다. BD 다음으로 높은 시장점유율(12.6%)을 차지하
는 Cardinal Health, Inc.는 오하이오주에 기반한 기업으로 수술복 생산업, 의약품 판매 프랜차이즈, 의약
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료 장비 도매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같은 여러 사업 분야 중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독일계 의약품 생산 기업 B. Braun Melsungen AG은 미국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 시장에서 약 2.6%를 점유 중이다.
<2021년 미국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업 시장의 경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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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IS World(Syringes & Injection Needle Manufacturing in the US, 2021년 12월 발간)]
유통구조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주삿바늘 제품의 특성상, 주사기와 주삿바늘의 주요한 수요처는 의료 서비스 제공 기
관이다. 일반 병원과 대형 의료 센터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유통은 전체 시장의 절반 가
까이인 48.9%를 차지한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개인 병원 및 클리닉, 소비자 직접판매(DTC) 등의 수요처
로도 유통되고 있다. 장기 요양시설과 개인 병원 및 클리닉으로는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다음으로 많은
약 21%가 유통되며, DTC 채널로도 약 6%가 판매된다. 그 외 수출 시장으로도 약 24%의 수요가 발생하
고 있다.
<미국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 시장의 주요 유통채널>

[자료: IBIS World(Syringes & Injection Needle Manufacturing in the US, 2021년 12월 발간)]
관세율 및 인증·수입규제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9018.32는 무관세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주삿바늘은 의료기기에 속하며, 수입 제품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미국 식약청(이하
FDA)에서 관할하고 있어 의료기기 분류에 따른 FDA의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를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FDA에 생산기지 등록(Facility registration)이 필요하
며, 외국 소재의 기업이라면 미국 내 거주하는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해 등록(U.S. agent registration)해야
한다. 외국 소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 현지 에이전트는 반드시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일 필요
는 없으며, 의료기기 제품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지만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FDA와 해외 제조사 간
의 업무 지원, 제품에 관한 질문 답변, FDA의 실사 지원 등 FDA의 각종 요구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게 된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 역시 FDA에 등록(Device listing) 및 매년 의무적으로 갱신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삿바늘 중 일부는 ‘Class 1’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은 ‘Class 2’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품의 분
류에 따라 시판 전 사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또는 510(k)) 및 시판 전 사전 승인(Pre-market
approval)까지 요구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FDA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기 라벨링 규제
를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기 라벨링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da.gov/medical-devices/overview-device-regulation/device-labeling)
* FDA 의료기기 분류 검색 툴(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PCD/classification.cfm)
에서 기기(Device)명 ‘needle’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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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겪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일시적
으로 중단하면서 잠시 해당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내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 진행되고 이어서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필수적인 주삿바늘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미국의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만성 질병뿐 아
니라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요하는 이러한 고령 인구로부터의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돼 의료용 주삿바
늘 시장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
주삿바늘과 같은 의료기기는 인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만큼 FDA의 규제 역시 매우 철저하다.
따라서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FDA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절차의 준수와 함께, 의료기기 분류
(Class 1~3)에 따른 제품별 요구 규제를 반드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여 미국 수입 및 통관 절차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자료: IBIS World,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미국 욕실용품 시장동향
- 2021년 미국 욕실용품 시장규모 148억 달러
- 한국산 욕실용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전체 7위
상품명 및 HS Code
욕실용품은 HS Code 392210로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대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
(seat)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욕실용품 시장규모는 148억 달러이다. 해당 기
관의 자료에 따르면 욕실용품 시장은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시장으로 구분되며, 2021년 시장규모는 각각
61억 달러, 51억 달러, 36억 달러이다
<미국 욕실용품 재질별 시장규모>
(단위: US$ 백만)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세라믹

4,338

4,537

4,746

6,102

금속

3,578

3,751

3,935

5,148

플라스틱

2,191

2,338

2,495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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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11,176

14,818

[자료:MarketsandMarkets]

미국 욕실용품 품목별 시장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욕조 및 샤워(39%), 싱크대(19%), 변기
(13%), 싱크대 피팅(10%), 욕조 및 샤워 피팅(8%), 욕조 피팅(8%) 순이다. 2016년 이후 가장 큰 시장 성장을
이룬 품목은 욕조 및 샤워 구조물로 5년간 3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욕실용품 품목별 시장규모>
(단위: US$ 백만)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욕조 및 샤워 구조물

3,837

4,049

4,273

5,754

싱크대

1,904

1,997

2,097

2,755

변기

1,315

1,382

1,451

1,915

욕조 및 샤워 피팅

807

850

896

1,200

싱크대 피팅

970

1,020

1,073

1,427

욕조 피팅

814

850

889

1,143

기타 구조물 및 피팅

460

478

497

624

합계

10,107

10,626

11,176

14,818

[자료:MarketsandMarkets]

2021년 거주용 건물 욕실용품 시장규모는 8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비거주용 건물 욕실용품 시장규모는
약 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욕실용품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미국의 욕실용품 시장은 건설 경기 활
성화로 향후 5년 동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호텔, 교육 시설, 사무실 등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욕
실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거주용 건물은 단독주택(Single-Family Homes), 타운하우스(Townhouses),
콘도미니엄(Condominiums), 듀플렉스(Duplexes), 트리플렉스(Triplexes), 포플렉스(Fourplexes), 모빌홈
(Mobile Homes)이며, 비거주용 건물은 사무실, 판매점, 다가구(4세대 이상 주택) 사무실 건물, 쇼핑센터,
기업, 교회, 호텔, 병원, 학교, 정부 건물 등이다.
<미국 욕실용품 최종 수요처별 시장규모>
(단위: US$ 백만)
최종 수요처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거주용 건물

5,547

5,844

6,160

8,251

비거주용 건물

4,560

4,782

5,016

6,567

합계

10,107

10,626

11,176

14,818

[자료:MarketsandMarkets]

미국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HS Code 392210 기준, 미국의 수입액은 2021년 약 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미국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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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욕실용품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5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캐나다(24.2%), 멕시
코(12.6%), 남아프리카공화국(3.2%), 폴란드(1.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
로 7위이다.
수입액 규모 상위 10개국 중 2021년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루마니아로 전년 대비 무려 2만 8
천% 증가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0.7%로 낮은 수준이다. 영국을 제외한 상위 10개국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폴란드(186.6%), 이집트(123.4%), 이탈리아(116.6%) 등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4.8% 증가해 약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HS Code 392210 기준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수입액
순위

비중

국가명

‘20~’21년 증감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전체

201

229

296

100

100

100

46.2

1

중국

97

114

148

48.3

49.8

50.1

30.1

2

캐나다

59

64

72

29.3

27.9

24.2

11.8

3

멕시코

32

31

37

16.0

13.5

12.6

20.1

4

남아프리카공화국

3

6

9

1.5

2.7

3.2

54.3

5

폴란드

2

2

5

0.9

0.8

1.8

186.6

6

이탈리아

2

2

4

0.9

0.9

1.4

116.6

7

한국

1

2

3

0.3

0.9

1.0

34.8

8

이집트

1

2

3

0.3

0.7

1.1

123.4

9

영국

1

2

2

0.5

0.9

0.8

7.4

10

루마니아

0

2

0.0

0.0

0.7

28,034.9

-

[자료: GTA]
경쟁동향 및 유통구조
미국 욕실용품 주요 기업으로는 종합 욕실용품 기업 American Standard, Kohler, 수도꼭지 전문 기업
Masco Corporation, 욕실 리모델링 전문 기업 Builders FirstSource, American Bath Remodeling, 욕실
용품 유통업체 Home Depot 등이 있다.
American Standard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미국 가정집 60% 이상이 American
Standard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많은 호텔, 공항, 경기장에 배치되어있다. 절수 제품으로 유명하다. 이
들 제품은 배관 도매업체, 쇼룸, DIY 매장, 철물점, 온라인 소매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에 유통된다.
Kohler Company는 오스트리아 이민자인 John Michael Kohler가 1873년 위스콘신 시골의 한 주조 공장
을 구입, 주철 및 철강 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작됐다. Sterling, Englefield, Hytec, Jacob Delafon, Karat,
Mira, Kallista, Rober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Masco Corporations는

다양한

수도꼭지,

배관

관련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다. 조사기관

The

Farmsworth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건설회사에서 사용한 수도꼭지의 30% 이상이 Masco
Corporations가 보유한 Delta Faucet 브랜드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Delta Faucet은 미국 인디애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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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 미시간, 켄터키,중국 광저우 등에 생산공장을 갖춘 브랜다. 이 밖에도 Mosco Corporations는 수도꼭
지 전문 브랜드 Peerless, Brizo와 배관 전문 브랜드 BrassCraft, Cobra, Blumbshop 등을 보유하고 있다.
Home Depot는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자재 유통업체로 시장조사기관 TraQline 데이터에 따르면, Home
Depot가 2021년 유통업체 욕실용품 미국 매출의 32%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유통
업체는 Lowe's(24%)였으며, 전자상거래 업체 Amazon(9%)이 그 뒤를 이었다. Amazon은 온라인 판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욕실용품 미국 주요기업>
품목
욕조
수도꼭지
변기

기업명
American Standard, Kohler, Sterling, Mansfield, Kingston, Maykke,
Woodbridge, Ove Décor
Moen, Waterstone, Grohe, Brizo, Kohler, Chicago Faucets, Jaclo,
American Standard, Kohler, Mansfield Plumbing, Niagara Corp, Proflo, Saniflo,
Sloan Valve Company, Zurn Industries
[자료: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정리]

관세율 및 인증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392210 제품군은 한-미 FTA 협정세율 대상으
로 한국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협정 대상이 아닌 국가의 기본세율은 6.3%이다.
제품 인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나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UPC(Uniform Plumbing Code)가 위
생도기 제품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 수도꼭지 및 샤워 꼭지, 세라믹 위생 도자기, 욕조, 배관제품 등에 대한 인증
을 받을 수 있으니 미국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참고해보면 좋다.
시사점
일과 삶을 구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생활의 중심인 집에 과감히 투자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어 미국 내
리모델링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고급스러운 재료, 다양한 색상, 신선한 디자인으로 한층 업그레이
드된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일반 고객층에서는 노후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교체 수요가 욕
실용품 수요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나, 위생을 개선하는 센서 작동식 비
접촉식 제어가 탑재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 미국 시장 진출에 참고가 필요하다.
자료: MarketsandMarkets, United States census, GTA,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PC,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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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글라데시 LED 전구 시장동향
- 경제발전 및 친환경 정책에 따라 고효율 LED 전구 수요 증가세
- 현지 생산 활발, 해외 기술협력 수요 증가
- 유력 딜러 선정과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한국산 진출 확대 필요
방글라데시에서도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LED 전구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효율, 긴
수명, 안전성 등의 이점으로 기존의 백열등, 할로겐, CFL(Compact Fluorescent Lamp)을 LED 전구로 교
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ED 전구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방글라데시 전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전기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전력부족 문제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LED 조명 사용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 SUNTEC Corporation사
에 따르면, LED 전구는 4만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고품질 LED 전구 수명은
CFL의 5배, 백열전구의 30배라고 한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인들은 주로 백열 전구나 CFL을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형
태와 규격의 기존 전구들에 비해 LED 전구는 다양한 형태,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갖추고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왔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LED 전구 규격은 ‘Edisons’ base
이며 그 밖에 스크루(screw), 트위스트(twist), 락(lock), BI pin base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
시에서는 인터넷 원격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LED 전구의 인지도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조명용 전구 발전사>

주: 좌측부터 초창기 전구, 백열 전구, CFL, LED 전구
[자료: 방글라데시 Energy System Company Ltd.사 제공]
상품명 및 HS Code
LED 전구 (HS 코드: 940540)
시장동향
독일 Statista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LED 전구 시장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97%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지 LED 전구 생산업체인 Energy Pac Electronics사 Nurul Akter 이
사에 따르면, LED 전구는 현대 발명품 중 가장 중요한 제품 중 하나로 친환경이 중요시 되는 시대 흐름과
함께 기존 전구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거리의 전구들도 LED 전구로 교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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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토그램 개발공사(CDA; Chattogram Development Authority) Chief Engineer인 Kazi Hasan Bin
Shams에 따르면, 특히 언덕 지대 도로의 경우에 시야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고급 LED 조명 설치 필요성이
더욱 높으며, 총 투자비용은 다소 높지만 더 밝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적은 유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 LED 전구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홈 오토메이션, IoT
제품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지 주요 언론사인 The Business Post는 2021년 11월 22일자 보도에서 방
글라데시 LED 전구 시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ㅇ 방글라데시 LED 전구 연간 수요는 약 9,000만 개로 4억 달러를 상회
ㅇ 전체 전구 시장에서 LED 전구 시장점유율은 2016년 29%에서 2021년 60%로 증가
- 2030년 100%에 도달 전망
ㅇ 10W, 12W, 18W 제품 수요가 가장 높음.
ㅇ LED 전구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중 약 80%를 수입에 의존
- 4대 주요 원부자재는 LED chip, LED driver, heat sink, optic lens
ㅇ 일반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장
- 스마트 LED 전구 등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계층은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방글라데시 LED 전구 시장은 현지 생산품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 시장은 중국산이
주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LED 전구 수입 추이>
(단위: US$천)
회계연도

2017/2018

2018/2019

2019/2020

수입액

16,684

17,074

16,691

[자료: 방글라데시 통계청]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 인도, 홍콩, 독일, 한국 등이며 2019/2020 회계연도 기준 중국의 방글라데시
LED 전구 수입시장 점유율은 63.2%에 달한다.
<방글라데시의 주요국별 LED 조명 수입동향>
(단위: US$천)
국가/회계연도

2017/2018

2018/2019

2019/2020

중국

12,394

8,879

10,556

인도

974

2,751

1,229

홍콩

1,080

629

1,031

독일

270

1,068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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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4

213

293

기타

1,912

3,534

2,787

합계

16,684

17,074

16,691

[자료: 방글라데시 통계청]
방글라데시 통계청 수입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LED 전구 수출은 2019/2020 회계연도
기준 약 29만 달러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1.8%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7년 이후 해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동향
방글라데시 LED 전구 시장은 브랜드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주요 12W LED 전구 브랜드 소매가격>

[자료: www.daraz.com.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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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주요 스마트 LED 전구 브랜드 소매가격>

[자료: www.daraz.com.bd]
유통구조
방글라데시에서 LED 전구는 제조업체(또는 수입상), 지역별 딜러, 소매상을 통해 유통된다.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발달로 온라인 구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또는 수입상)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직접 납품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또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구매를 통해 시간 절약, 편의성 증가, 다양한 제품 중 선택 등
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방글라데시 온라인 플랫폼들은 당일 배송, 가격 할인, 쿠폰 지급 등 서비스를 통
해 고객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LED 전구 시장 유통구조>

[자료: 현지 제조업체 및 수입상 인터뷰, KOTRA 다카 무역관 종합]
관세율 및 인증
방글라데시는 복잡한 관세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LED 전구를 수입할 때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
세, 부가가치세, 사전세(advance tax),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등이며 최종적으로 총 127.72%
가

부과된다.

방글라데시

세관에서

LED

전구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수출

건별로

BSTI(Bangladesh Standard & Testing Institu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BSTI가 제공하는 서식에 맞추
어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검사(inspection), 테스트 등을 거쳐 인증서를 획득한 후에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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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경제성장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따라 방글라데시 LED 조명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한국산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높으므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한국산 진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은편
으로 LED 전구용 원부자재 수출을 확대하거나 관련 생산기계 수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지
생산 강화 추세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수요도 큰 편이다. 장기적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적
극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력 딜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방글라데시 통계청, CDA, BSTI, 현지 주요 제조업체/수입상 인터뷰, www.daraz.com.bd,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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