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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22 - 17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2.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 식약처장,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 참석과 업계 CEO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7월 12일 한
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개최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식품업계와 간
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오유경 처장은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
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권장 소비기한: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
이 없는 기한
** 참석자 : (식약처) 처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산업계) 식품산업협회장․부회장, 식품과
학연구원장, 식품업계 CEO 4명
ㅇ 소비기한 연구센터는 앞으로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
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
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어 오유경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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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소비기한 시행, 식품표시, 기준․규격 등과 관련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결과 개선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매체 활용 등 홍보 방안에 대해
서도 논의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
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
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ㅇ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준비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소비기한 설정률, 포장지 준비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용 누리집*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
홍보 전용 누리집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개설
ㅇ 또한 지난 3월부터 업계 자율로 오픈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실시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업체의 경우 선(先)적용 가능 ▲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
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식약처는 오늘 개소한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권장 소비기한 설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
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업체
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식품
업계와 협력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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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대원

(044-719-2010)

담당자

사무관

이종식

(044-719-2003)

<소비기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박동희

(044-719-219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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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문재은

(044-719-2188)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과

장

강윤숙

(044-719-2411)

식품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최원영

(044-719-2416)

<연구센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3. 식약처, 해외 의약품 규제동향 정보집 발간·배포
- 최신 규제현황, 연구개발 정보 등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유럽･일본의 의약품 관련 최신 규제현황과 신규 연구개발 정보를
담은 ‘해외 주요국 의약품 규제동향 정보집’ 제7호를 7월 12일 발간·배포했습니다.
ㅇ 이번에 발간한 정보집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항암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FDA 의약품 품
질 등급제 ▲유럽의약품청(EMA) 소아용 의약품 연구개발·허가 지원 현황 ▲일본 의약품 승인신청 시
전자데이터 제출 지침 등을 수록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유럽·일본의 최신 규제동향에 대한 정보집을 2020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발간하
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규제동향 정보집이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해외 주요국 의약품 규제 동향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http://nifds.go.kr) > 정보마
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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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동향 정보집 주요 내용
호

주요 내용

제1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에 대한 FDA 동향 등

제2호

미국의 첨단재생의료제품 개발 동향 등

제3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 관련 동향 등

제4호

코로나-19 중 FDA의 의약품 실사 이행과 향후 전략 등

제5호

의약품 품질 현황과 품질 향상을 위한 FDA 동향 등

제6호
제7호

제1호

제2호

의약품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제도의 최근 이슈
등
FDA 항암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의약품 품질 등급제 등
(유럽) EMA의 의약품 중장기 규제 전략 등
(일본) 우선 심사 지정제도(SAKIGAKE) 동향 등
(유럽) EMA의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 정책 동향 등
(일본) 의약품 조건부 조기 승인 제도 관련 동향 등
(유럽) 코로나-19백신의 안전관리를 위한 EMA의 규제 동향

제3호

등
(일본)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일본의 의약품 규제 동향
(유럽) EMA의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모니터링 동향 등

유럽･일본

제4호

(일본)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전자첨부문서 기재요령에 대한
통지문 발표 등

제5호

(유럽) EMA의 일반인 대상 정보 제공 정책 등
(일본) PMDA 환자 참여 지침 발표 등
(유럽) EMA의 임상시험 관련 동향 등

제6호 (일본) MID-NET에 기초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실태조사
등
(유럽) EMA의 소아용 의약품 연구개발과 허가 지원 등
제7호 (일본) 의약품 승인신청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대한 지침 발
표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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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4. 말레이시아, 콘택트 렌즈 시장 동향
시장동향
말레이시아 내 콘택트 렌즈 시장은 시력 장애, 미학 개선, 스포츠 활동시 편리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안사 협회(AMO)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내 근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환경과
환경적 요인이 근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업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투명, 컬러, 난시, 다초점 등 4가지 종류의 콘택트 렌즈가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콘택트 렌즈 매출은 2020년 3억7,240만 MYR에서
2021년 4억350만 MYR으로 8.4% 증가했으며 올해는 4.0% 증가한 4억1,970만 MYR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말레이시아의 카테고리별 콘택트렌즈 판매액>
(단위: 백만 MYR)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1일 일회용 렌즈

67.0

75.2

84.6

75.8

81.8

85.3

교체용 렌즈

268.5

300.2

336.2

295.8

321.0

338.8

일반 렌즈

2.2

1.7

1.3

0.8

0.7

0.6

총합

337.6

377.1

422.1

372.4

403.5

419.7

(예상)

[자료: 유로모니터]
지난해 교체용 렌즈가 8.5% 증가한 3억2,100만 MYR로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1일 일회용 렌즈
는 7.9% 증가한 8,180만 MYR, 일반 렌즈는 12.5% 감소한 700만 MYR를 기록했다. 디지털 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소비자를 위해 블루라이트 콘택트 렌즈와 안구건조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착용
시 산소투과도를 높이는 실리콘 하이드로겔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1일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서 소비자들은 직장 복귀, 사회 활동 등으로 장기간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짐에 따라 렌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미적인 수단으로 렌
즈를 착용함에 따라 더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수입동향, 수입규모
<한국으로부터 수입 동향, 수입규모, HS CODE: 900130>
(단위: US$ 백만)

총 수입

2017

2018

2019

2020

2021

1Q 2022

86.9

101.2

126.6

79.0

73.7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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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37.6

-6.7

13.6

[자료: Global Trade Atlas]
말레이시아의 HS CODE 900130 콘택트 렌즈 수입은 2022년 1분기 1,950만 달러로 2021년 동기간 대비 약
13.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MCO(이동통제명령) 기간 동안은 수입이 대폭 감소됐는데, 2020년 7,900만 달러로 37.6%
감소, 2021년 7,370만 달러로 6.7% 감소하였다.
<말레이시아 국가별 수입, HS CODE 900130>
(단위: US$ 백만)
US$ 백만
국가명

비중 (%)

2021년 1분기
2022

대비 2022년

1분기

1분기 변화율

53.1

53.3

14.2

3.9

13.0

11.1

239.8

1.9

10.1

7.0

9.6

17.7

4.7

1.5

4.8

6.4

7.9

67.8

11.1

5.8

1.0

14.0

7.9

5.2

-48.9

6 영국

4.7

2.7

0.8

6.0

3.6

3.9

17.3

7 네덜란드

1.6

2.1

0.4

2.0

2.9

2.1

18.9

8 홍콩

0.5

1.0

0.3

0.6

1.3

1.7

832.9

9 대만

0.7

1.3

0.3

0.9

1.8

1.5

-58.4

10 중국

0.4

0.6

0.2

0.5

0.9

1.2

-48.5

2020

2021

1 싱가포르

41.9

39.1

2 독일

3.1

3 아일랜드

2022

2020

2021

10.4

53.1

9.6

2.2

8.0

5.2

4 대한민국

3.8

5 미국

1분기

[자료: Global Trade Atlas]
싱가포르는 2022년 1분기 총 수입의 53.3%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콘택트 렌즈 최대 공급업체 국
가이다. 올해 1분기를 살펴보면 싱가폴 수입은 14.2% 증가하여 1,040만 달러, 독일은 239.8% 증가한 220만
달러, 아일랜드는 17.7% 증가한 1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MCO 해제 이후 경제 회복과 국경
해제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수입의 7.9%를 차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입국가이다. 수입액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50만 달러로 67.8% 크게 증가하였다.
경쟁 동향
글로벌 기업과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프로모션은 물론 말레이시아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어

왔다. 말레이시아

콘택트

렌즈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Johnson

&

Johnson(Acuvue Oasys, 1-Day Acuvue, Acuvue Vita, Acuvue Oasys 1-Day with HydraLuxe) Ciba
Vision(Air Optix, Dailies, Freshlook One Day), Bausch & Lomb(SofLens, PureVision, Biotrue
ONEday), Oculus(Freshkon) 및 CooperVision 콘택트 렌즈 Malaysia(Biomedics, Biofinity, Proclear,
Clariti)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한국의

콘택트렌즈

브랜드로는 BIONICS

(www.bionics.com.my), NEO COSMO (https://neocosmo.com.my), GEOLICA (https://www.citylens.my/brand/geo-medical-contact-lenses)
등이 있다.

- 8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6 2022. 07. 11 ~ 2022. 07. 17

<말레이시아 주요 콘택트렌즈 브랜드>
브랜드명
Acuvue Oasys

기업명
Johnson & Johnson Sdn. Bhd.

Air Optix

Ciba Vision Johor Sdn. Bhd.

SofLens

Bausch & Lomb (Malaysia) Sdn. Bhd.

1-Day Acuvue

Johnson & Johnson Sdn. Bhd.

Freshkon

Oculus (M) Sdn. Bhd.

Dailies

Ciba Vision Johor Sdn. Bhd.

Freshlook One Day

Ciba Vision Johor Sdn. B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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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Vision

Bausch & Lomb (M) Sdn. Bhd.

Biomedics

CooperVision Contact Lens Malaysia. Sdn
Bhd.

Biofinity

CooperVision Contact Lens Malaysia. Sdn
Bhd.

[자료: 유로모니터, 각 기업별 홈페이지]
유통 구조
<말레이시아의 콘택트 렌즈 유통 채널>

[자료: 유로모니터]
화장품 또는 컬러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는 말레이시아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유통 및 판
매되기 전에 보건부 의료기기청(MDA)에 등록이 필수이다. 수입 콘택트렌즈의 경우 외국 제조사가 의료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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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위한 AR(공인 대리인)로 현지 업체를 지정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유통해야 한다. 안경점은 90.5%의

점유율

로 말레이시아에서 콘택트렌즈의 주요 유통 채널이다.
2022년 1월 7일, 의료기기청(MDA)은 말레이시아에서 광학 기기 및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한다고 발
표했다.
해당 발표를 통해 MOC(Malaysian Optical Council)에서 발행한 엄격한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검안의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전자 마케팅 플랫폼에서 광학 기기 또는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
기로 하였다.
이는 소셜 미디어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콘택트 렌즈 및 광학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MOC 지침에 따르면 자영업이든 광학 회사에 근무하든 등록된 검안사만이 광학 기기와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으
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현장에서 직접 눈 검사를 통해 유효한 처방을 받은 고객
에게만 허용된다.
관세, 수입인증
HS Code 900130 콘택트렌즈 관세
말레이시아의 PDK(Customs Duties Order) 2022, AKFTA 및 RCEP에 따라 수입관세는 0% 이다. 판매세
(SST)는 2018년 판매세(면세 물품) 명령에 따라 마찬가지로 0%이다.
인증/등록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는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청(MDA)(https://portal.mda.gov.my)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300개 이상의 콘택트렌즈가 MDA
Malaysia에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다.
의료기기 분류는 단기교정용 콘택트렌즈와 비교정용 콘택트렌즈를 B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간 연속 사용
을 위한 교정용 및 비교정용 콘택트렌즈는 세척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으로 간주되어 클래스
C 의료 기기로 분류된다.
해외 제조사는 콘택트렌즈 등록을 위해 공인 대리인(AR)으로 현지 회사를 지정해야 하며,
https://medcast.mda.gov.my/admin/user/login에서 의료기기 온라인 신청 시스템(MeDC@St)을 통해 설립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MDA는 2022년 2월 10일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편한 MeDC@St2.0+를 출시했
다. 의료기기를 MDA에 등록하기 전에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아래 목록에 따라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영국 등 6개국의 공인 규제 기관 또는 인증 기관에 적합성 평
가 및 배치 승인을 받은 제품이면 된다.
•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캐나다 보건부
• 유럽 연합(EU)의 NANDO(New Approach Notified and Designated Organization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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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보건부 (MHLW)
• 미국 식품의약국(FDA)
• 영국 MHRA(의약품 및 건강 관리 제품 규제 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MDA Malaysia의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 및 승인 국가가 아니므로 MDA Malaysia에 등록
된 적합성 평가 기관(CAB)에서 인증을 받아야한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주요 업체들이 콘택트 렌즈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아 가격에 매우 민감해
한다.
2022년 3월, 일본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 Menicon Co Ltd는 Kedah 주에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최초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밝혔다. 650백만 MYR 금액의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공장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근시 인구 증가로 콘택트 렌
즈, 특히 1일 1회용 콘택트 렌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유망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높은 열대 국가이며 디지털 기기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외선 차
단 특성, 높은 보습 및 블루라이트 필터를 갖춘 콘택트 렌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혁신적인 콘택트 렌즈를 출시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고
유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장 공략을 한다면 충분한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 유로모니터, Global Trade Atlas, MDA 의료기기 등록청, Malaysia Optical Council (MOC), 각
기업별 웹사이트, Menico,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모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5. 미국 탄소나노튜브 시장동향
- 미국의 각 산업분야에서 탄소나노튜브 사용 빈도 높아지는 중, 향후 5년간 23.5% 성장 전망
- 자동차, 에너지 저장, 의료 분야가 탄소나노튜브 시장 성장 주도
상품명 및 HS Code
탄소나노튜브는 원기둥 형태를한 나노구조의 탄소 동소체이다. 탄소나노튜브는 전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인 물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 물질에 비해 물성이 뛰어난 신소재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
하다. 탄소나노튜브는 전지 전극 재료와 섞이면 전기적 특성이 높아지고, 플라스틱에 섞으면 잘 깨지지 않
는 고강도 플라스틱 제조가 가능하다. 이 덕분에 탄소나노튜브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산업, 에너지 및 저
장 산업, 구조 복합 재료 산업, 화학 재료 및 고분자 산업, 의료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유용한 것으로 각광
받고 있다.
탄소나노튜브의 HS Code는 크게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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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로 정의된 제2803호에 속하며, 세부적으로는 해당 호의 하위 품목인 2803.00으로 분류된다.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MarketandMarket의 탄소나노튜브 시장 보고서(2021년 4월 발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탄소나노튜브 시장규모는 8억 7630만 달러로,

2021~2026년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24.4%로 성장

하면서 2026년에는 약 17억 138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계 탄소나노튜브 시장 중 북미 시장
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으로 29.2%에 달하고 있으며,

2021~2026년 예측기간 동안 탄소나노튜브의 무게(kilo

ton) 기준으로 23.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6년 각국 탄소나노튜브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kilo ton)

[자료: MarketandMarket]
미국은 탄소나노튜브를 각 산업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북미 탄소나노튜브 시장의 가장 큰 점유
율을 차지하는 중이다. 전자 및 반도체, 항공 우주, 자동차, 의료 및 코팅 산업에서 탄소나노튜브의 적용
기반이 확장되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우주, 전기 및 전자 산업에서 탄소나노튜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산업은 2026년까지 미국 내 탄소나노튜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미국에서 탄소나노튜브는 자동차 산업과 국방 응용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성장세도 주목받고 있다.
MarketandMarket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나노튜브는 표면 대 부피 비율이 높고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센서, 에너지 저장, 전기화학, 분자 전자 및 전계 방출 재료 부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바, 아시
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전기 및 전자 부문과 자동
차 부문과 같은 최종 사용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경량∙저탄소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면
서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우려 덕분에 시
장의 성장이 다소 제한될 수 있고, 품질 유지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점이 시장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탄소나노튜브는 전류밀도와 열전도도가 높고 탁월한 기계적 강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각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 및 자원 고갈로 인한 에너지 절
약문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량화 및 우수한 기계적 특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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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화 부여 등이 가능한 복합재료가 운송용 소재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고, 탄소나노튜브는 해당 요건
을 만족하는 고기능성 복합재료의 필수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및 나노
첨가제를 고강성 소재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이의 응용분야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현
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범용성과 성형성이 뛰어난 고분자 수지에 탄소나노튜브를 보
강재로 사용한 경량∙고강도∙고탄성 구조용 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수입동향
2021년 탄소나노튜브가 포함된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
다]’ 품목에 대한 미국 전체 수입액은 약 3억 1,422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4.35% 증가했다. 최대 수입국은
2021년 수입액 약 1억 5,419만 달러를 기록한 캐나다로, 2021년 캐나다산 탄소는 미국 전체 수입 시장의
49.1% 비중을 차지한다. 캐나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러시아, 일본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수입국 1위인 캐나
다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40.7% 증가했고 그 외에도 멕시코, 러시아,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인도로
부터의 수입액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독일은 6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미국의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수입규모
순위

점유율

증감율

국가명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1’/20’)

-

총계

293,129

233,887

314,227

100

100

100

34.3

1

캐나다

148,291

109,623

154,198

50.6

46.9

49.1

40.7

2

멕시코

31,063

22,673

30,620

10.6

9.7

9.7

35.1

3

러시아

29,708

22,319

30,015

10.1

9.5

9.6

34.5

4

일본

24,325

20,119

23,188

8.3

8.6

7.4

15.3

5

독일

15,448

11,271

18,047

5.3

4.8

5.7

60.1

6

한국

9,843

8,350

8,338

3.4

3.6

2.7

-0.1

7

네덜란드

10,089

8,233

12,054

3.4

3.5

3.8

46.4

8

인도

2,950

7,453

7,485

1.0

3.2

2.4

0.4

9

싱가포르

5,098

6,709

5,431

1.7

2.9

1.7

-19.0

10

벨기에

5,094

5,693

3,779

1.7

2.4

1.2

-33.6

주: HS Code 2803.00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작년 한국의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근소하게 감소한 약 833만 8,000 달러로, 전체 수입 시장에서 2.7%의 비중으로 수입국
중 6위를 차지했다.
경쟁동향
미국에서 탄소나노튜브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Cabot Corporation(미국), LG 화학(한국), Nanocyl SA(벨
기에), Showa Denko K.K.(일본), Arkema SA(프랑스), Cheap Tubes Inc.(미국) 및 Sumitomo
Corporation(일본) 등이 있다.
Cabot Corporation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둔 선도적 글로벌 특수 화학 및 재료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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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bot Corporation은 강화재, 고성능화학, 정제용액 등 4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바, 2021년
ENERMAX™ 6이라는 신제품 출시를 발표했는데 해당 제품은 높은 종횡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사 제
품 중 가장 전도성이 높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제품이다. 해당 제품 시리즈는 더 낮은 부하에서 배터리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배터리의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abot
Corporation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Cabot China Limited는 2020년에 중국의 선도적인 탄소나노튜브 생
산업체인 Shenzhen Sanshun Nano New Materials Co., Ltd를 약 1억 1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완료했다. 해당 인수로 고성장 배터리 시장,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Cabot의 시장 지위와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LG 화학 역시 미국 탄소나노튜브 시장의 주요 참여자이다. LG 화학은 2021년 탄소나노튜브 여수
공장의 가동을 시작하면서 총 1700 톤의 탄소나노튜브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
재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탄소나노튜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G화학에서 제조하는 탄소나노튜
브 제품들은 전도성 플라스틱, 전도성 실리콘, 리튬이온 배터리, 플렉서블 온열시트, 방열소자 등의 제품에
응용되고 있다. 향후 LG 화학은 미국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벨기에에 기반을 둔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개발업체 Nanocyl SA은 2020년 자사의 다양한 다중벽 탄
소나노튜브("MWCNT") 제품을 홍보 및 유통하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화학 전문 유통기업
ChemSpec North America과 비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ChemSpec은 미국과 캐나다 산업 제조 시
장을 모두 아울러 열가소성 및 엘라스토머 합성 분야에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제품을 성장시키는데 주력
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 시장에서 주요 참여자의 2020년 기준 매출>
(단위: US$ 십억)

[자료: MarketandMarket]
<탄소나노튜브 주요제조 기업별 제품>
기업명

제품명
ENERMAX 6

Cabot Corporation

ATHLOS™
SR1200 CNS
NANOCYL NC7000

Nanocyl SA

PLASTICYL
AQUAC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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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CYL
ELASTOCYL HTV1001
EPOCYL
LG 화학

LUCAN BT1003M

Showa Denko

VGCF-H

ARKEMA

Graphistrengh

[자료: 각 사 웹페이지,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정리]
유통구조
미국에서 탄소나노튜브는 제품 특성상 주로 B2B 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며, 수요처의 조달파트에서 직접 구
매하거나 필요한 제품 스펙을 제조 기업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관세율 및 인증제도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탄소나노튜브가 속하는 HS Code 2803.00의 품목은 기본
세가 없는 무관세 제품에 해당하며, 한미FTA 협정세율 대상이 아니다.
한편 탄소나노튜브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은 없다. 다
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정한 사전제조신고(PMN)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물질관리법
(TSCA)에 따라 탄소나노튜브(PMN P-18-182)로 식별되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제조, 수입 또는 가공하려
는 자는 취급 전 최소 90일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규칙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런 요구 사항은 1) 자체적으로 반응(경화)된 폴리머 매트릭스에 함유되거나 결합된
경우, 2) 기계공정을 제외하고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는 영구적인 고체/폴리머 형태로 함유된 경우, 3) 40
C.F.R. Section 720.3(c)에 정의된 대로 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페이지(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8/18/2021-17392/significant-new-use-rules-on-certain-chemical-substances)
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사점
탄소나노튜브 시장은 소재 산업의 특성상 전방 산업의 수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구조 복합체 산업, 에너지
저장 산업,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의 수요가 탄소나노튜브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는 자
동차 분야, 에너지 저장 분야, 의료 분야 등 첨단 산업군이 탄소나노튜브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문제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서의 탄소나노튜브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에 사용되던 카본블랙 도전재를 탄소나노튜브로 대체해서 사용할 경우 배터리 용량과 수명
확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탄소나노튜브는 경량∙ 고강도∙ 고전도성 특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라면 다양
하게 적용 가능한 바, 향후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탄소나노튜브 제품을 각 산업 분야 특성에 맞게 다각화하
고 우수한 물성을 갖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MarketandMarket, Global Trade Atlas, Federal Register, Cabot Corporation, LG Chem,
Nanocyl SA, Showa Denko,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pen PR,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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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6. 이탈리아 그린뷰티 화장품 트렌드
- 코로나19 이후,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에 그린뷰티 수요 상승
- 국내 기업 화장품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해 그린뷰티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
이탈리아 화장품 협회(Cosmetica Italia)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립
메이크업 제품,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매출은 줄어들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청결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
아지면서 새롭게 그린뷰티 마케팅 화장품이 긍정적인 매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 화장품 시장
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린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탈리아 그린뷰티 화장품 시장 동향
이탈리아 화장품 협회(Cosmetica Italia)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립 메이크업 제품은 매출이 전년
도에 비해 -30.5% 감소하였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제품(-20.1%), 피부 메이크업 제품(-28.9%), 핸드 케어 제
품(-13.5%)과 향수 제품(-21.5%) 등은 전년도에 비해 매출 감소 현상을 보였다. 반면 천연, 유기농 화장품 등의
그린뷰티 화장품은 2021년에 16억5,400만 유로의 시장가치를 기록하며 이탈리아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
오르고 있다.
이탈리아 화장품협회 산하 연구소(Centro Studi di Cosmetica Italia)의 Gian Andrea Positano 책임 연구
원은 이탈리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화장품 소비자들은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 또한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화장품 기업의 친환경적인 사업 철학을 확인하며, 제품의 전체 생산 공정의 지
속 가능성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 화장품 소비자들은 천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그린뷰티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기농 산업 매거진 Biobank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 등
의 그린뷰티 화장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회사 수가 2016년에는 296개였으나, 2020년에는 558개로 5년 안에 +88.5%
증가했다. 또한 이 558개 회사 중 452개가 제조사이며, 269개는 유통업체, 27개는 수입업체에 해당된다. 그리
고 전체 558개 회사 중 217개 회사인 39%만이 온라인 커머스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도시 중에서
는 밀라노가 72개로 가장 많은 그린 뷰티 회사가 위치해 있으며, 북부 이탈리아에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업체
들이 위치하고 있다.
< 이탈리아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취급 회사>
(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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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o Bank 2021년 매거진]
수요동향
이탈리아 뷰티 이커머스 회사 Treatwell의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4명 중 3명(76%)이 그린 뷰티 제품 구
매를 선호하며, 3명 중 2명(65%)은 그린 뷰티 제품이 구비된 미용 시설을 찾아서 이용한다.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그린 뷰티 화장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주로 확인하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표본집단의 44%가 직접 제품의 구성 성분을 읽는다고 하였으며 33%는 제품의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72%는 제품이 본인 기준에서 친환경성과 유기농 제품인 그린뷰티 제품이라고 판
단되면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고가의 가격대에 해당하더라도 구매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그린뷰티 마케팅 화장품
<이탈리아 그린뷰티 마케팅 화장품 >
순번

회사명

제품

설명

1

Officina Naturae

Innovattivi
천연 제품라인

- 주요 성분: 물, 글리세린 ,
히알루론산나트륨 , 동백나무 잎추출물,
은행나무잎추출물 등
- 증점제 및 겔화제 사용하지 않음
- ICEA 친환경 인증

2

Tuscany Farm

Tuscany Farm

-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유기농 제품라인

유기농 우유 천연성분을 사용
- 파라벤 프리

3

Idea Toscana

Prima Spremitura
유기농 제품라인

-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유기농 IGP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
일을 사용

4

Alta Derma

Aloe Vera e Melograno

- 유기농 알로에 성분과 석류의

- 18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6 2022. 07. 11 ~ 2022. 07. 17

제품라인

5

OMIA

황산화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화장품

유기농 오일 모발 제품들

- ICEA 친환경 인증
- 실리콘 프리, 파라벤 프리, 합성 염료
프리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대표적 천연 화장품 인증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친환경 및 천연 화장품 인증으로는 CCPB 인증이 있다. 친환경 인증 획득이 의무사항
은 아니지만 그린뷰티 마케팅을 위해 효과적이다.
<CCPB 유기농 인증>
명칭

CCPB 유기농 인증

로고

내용

유기농 친환경 화장품(최소 유기농 성분 95% 이상 함유) 인증

인증기관

CCPB

홈페이지

www.ccpb.it
[자료: CCPB 홈페이지]

이탈리아 관련 전시회
한국 K-Beauty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바이어 및 소비자들과 적극
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 진출에 참가 유망한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이탈리아 주요 화장품 전시회>
전시회명

볼로냐 미용박람회(COSMOPROF)

기간

2023년 3월 16~20일

장소

볼로냐 Bologna Fiere

홈페이지

www.cosmopr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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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대 뷰티 박람회
- 화장품, 미용기기, 헤어케어, 패키징 등 전시
[자료: KOTRA 밀라노 무역관 정리]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화장품 유통회사 E사의 구매부서 매니저 B씨는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그린뷰티
트렌드는 계속적인 주요 키워드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K-Beauty의 천연 화장품들을 이미 수입하고 있다고
하며, 새로운 한국의 천연 화장품을 눈여겨서 서칭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직접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이탈리아 화장품 소비자들도 늘었기에 수입할 제품을 고려
할 때에 제품의 전체 성분을 미리 철저하게 확인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탈리아에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주로 유
통하는 국내 기업은 유럽 통용 화장품 인증을 획득하고, 화장품 구성 성분의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그린
마케팅을 하여 이탈리아의 화장품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이탈리아 화장품협회(Cosmetica Italia), CCPB, Biobank, Treatwell, KOTRA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7. 일본 오트밀 시장 현황
- 2020년 23억엔 규모의 일본 오트밀 시장은 2026년까지 120억엔 규모로 늘어날 전망
- 코로나19 속 조리 간편성과 우수한 건강기능으로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
- 대기업 시장진입, 프로모션, 레시피 아이디어 증가 등 일본 오트밀 시장 확대 전망
일본인의 식탁에서 오트밀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에서는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용 식
품으로 오트밀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코로나19 진단키
트보다 오트밀의 매출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일본 소비자들이 오트밀을 찾는 이유에
는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 기사에서는 일본의
오트밀 시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입동향 및 주제 선정이유
일본의 해외 오트밀 수입량은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HS코드 1104류 기준 해외 수입량은 2021
년 기준 호주, 미국, 중국, 핀란드,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020년에 잠시 수입이 발생한 뒤로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① 일본 내 건강지향 소비 추세 속 오트밀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② 오트밀을 주식인 밥과 같은 식감으로 먹는 '코메카 조리법'이 등장하면서 오트밀 조리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③ 이에 따라 오트밀을 활용한 한식 레시피도 일본 소비자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오트밀을 활용한 한류 식품 등 소비재 수출가능성에 주목하여 동 상품을 향후 유망 수출상품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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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J-HS Code 1104 류의 수입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ustralia

10,676,106

8,095,456

7,895,344

8,717,740

10,506,795

10,389,800

United States

529,879

628,262

627,658

840,490

2,511,127

5,597,287

China

2,097,300

2,965,471

2,604,620

3,557,500

4,212,175

4,853,913

Finland

476,834

1,189,539

1,986,472

1,587,906

2,868,848

3,581,789

Canada

397,955

425,274

432,733

627,279

1,240,290

2,172,480

…

…

…

…

…

…

…

Korea, South

-

-

-

-

23,509

-

…

…

…

…

…

…

…

총합계

15,981,466

14,541,633

14,593,016

16,210,456

22,895,336

29,339,993

[자료: Global Trade Atlas]
<오트밀의 구글트렌드 검색 추이(19.10.1~22.3.31)

주: 2021.6.6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정했을 때, 기간 중 상대적인 검색량 변화를 나타냄
[자료: 구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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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오트밀 한국 레시피>

[자료 : '오트밀 한국풍'으로 구글검색(상단), SB FOODS(하단 좌), 레튜스클럽(하단 우)]
상품명 및 HS코드, 관세율
<오트밀 제품이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HS코드 및 관세율>
HS코드(일본)

상품 설명

관세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1104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1104.12-000

1104.22-000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중 귀리로 만든 것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중 귀리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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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 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조식용 곡물(Breakfast Cereal), 쌀/밀/라이밀/보리로 만든것
외 기타

WTO 협정 16.3%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1904.20

곡물 플레이크(flake) 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1904.20-300

조식용 곡물(Breakfast Cereal), 쌀/밀/라이밀/보리로 만든것
외 기타
[자료: 일본 세관]

WTO 협정 16.3%

한편, HS코드 1104.12 및 1104.22의 경우, 2022년 2월부로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
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 시,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한다.
<HS코드 1104.12 및 1104.22에 대한 일본의 관세양허 내용>
HS 코드

기본
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후

1104.12

12%

10.9%

9.8%

8.7%

7.6%

6.5%

5.5%

4.4%

3.3%

2.2%

1.1%

FREE

1104.22

12%

10.9%

9.8%

8.7%

7.6%

6.5%

5.5%

4.4%

3.3%

2.2%

1.1%

FREE

[자료: https://www.fta.go.kr/rcep/]
시장동향
시장동향에 대해서는 시장조사업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트밀 시장이 향후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일본 능률협회 Marketing Data Bank "MDB 유망시장 레포트"를 통해, 일본의
오트밀 시장은 2020년 20억엔 규모에서 2026년 120억엔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의 오트밀 시장 전망>

[자료: 일본능률협회연구소]
시장조사업체 인테지가 전국 소매점 60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5월 품목별 판매동향 조사 결과에 따
르면, 동 기간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년 동기대비 17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오트밀 판매수익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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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대비 245% 늘어, 오트밀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치고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가장 늘어난 제품으로 선
정되었다.
이러한 인기는 올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는 아니고 코로나19 이후 3년동안 계속 이어지는 중기적 추
세로 볼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의 판매수익을 2019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1,348%가량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오트밀이 일본인의 주 아침식사 메뉴인 콘플레이크의 판매금액을 역전하였다.
<오트밀 및 콘플레이크의 일본 내 판매금액 추이>
(주황색이 오트밀, 노란색이 콘플레이크)

[자료: Intage SRI +]

최근 소비자 인식조사
일본 식품 대기업 닛신 시스코가 2022년 2월 8일~15일 동안 전국 남녀 12,048명을 대상으로 '오트밀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답변자의 80%가 소비자의 오트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알고는 있지만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50.3%, 취식 경험자는 31.0%였으며, 전체 취식경험자 3명
중 2명은 최근 1년 내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1: 오트밀 취식 빈도(n=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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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1년 이내 오트밀을 먹은 경험이 있는 답변자 중 54.5%는 오트밀을 먹는 이유로 풍부한 식이섬유
를 골랐으며, 이어서 낮은 당질(39.1%), 풍부한 단백질(35.3%), 건강유지 목적(31.4%) 의 순으로 그 이유를
답변하였다.
<질문2: 오트밀을 먹는 이유(복수답변)>

또한, 최큰 코메카라고 물리는, 쌀을 대체해서 먹는 방법으로 오트밀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오트밀의 조리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죽이나 리조토의 형태로 먹는다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백미 등을 대신
하여 먹는다가 37.6%, 우유 요구르트 등과 반찬처럼 먹는다(32.3%), 주먹밥, 볶음밥 등의 형태로 먹는다
(23.8%) 등으로 오트밀을 밥 대신 대체하여 먹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3: 오트밀을 먹는 방법(복수답변)>

최근 1년 사이 오트밀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오트밀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격', '맛
', '내용량' 순서로 답변하였으며, 위 질문 2번에서 '오트밀을 먹는 이유' 1위였던 '식이섬유의 량'은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중의 대부분의 오트밀 제품이 가미가 되지 않은 소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교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답변자의 45%가 '맛'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
가 제품을 고를 때는 기준은 식이섬유보다 맛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4: 오트밀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복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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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트밀에 대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같은 조리방법으로 먹기에 쉽게 질린다(27.6%), 맛이 없다
(17.3%) 등 맛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요리 방법도 다채롭지 않아 쉽게 질린다는 평가가 많았다.
<질문5: 오트밀에 대한 아쉬운 부분(복수답변)>

그러나, 오트밀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접 오트밀 조리를 시도할만큼 흥미가 없거
나(45.2%), 주로 맛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1.0%)과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20.6%)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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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오트밀에 관심은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이유(복수답변)>

[자료: 닛신시스코(日清シスコ株式会社)]
닛신시스코 사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일본 내 오트밀은 높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유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지만, 아직 조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맛에 거부
감을 가진 소비자가 있어 주기적으로 꾸준히 먹는 사람은 20%대에 그친다. 또한, 주기적으로 오트밀을 먹
는 소비자는 가격, 용량과 함께 맛을 중시하고 있는 바, 오트밀의 대중화와 소비자의 관심 환기를 위해서는
곡물 맛의 오트밀을 넘어 다양한 조리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동향
현재 일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트밀 제품은 수없이 많으나, 2022년 7월 1일 기준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골라보면 아래와 같다. 비슷한 맛의 오트밀이지만, 단백질/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첨가
하거나, 조리 시간의 단축화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제품 개발을 개발하는 등 타사 제품 대비 차별점을 내세우거
나, 지퍼백 등의 보관용이성을 강조하는 기업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소비자 평
제품명

판매사/용량/가격

제품사진

(Rakuten, Yahoo Japan, Amazon
Japan 등의 소비자 평가)
- 불려 먹었을 때 식감이 쌀밥 같아(코메카,

시젠노
쿠라(자연의
창고)

米化) 초심자도 쉽게 먹을 수 있음

코메타츠
(こめたつ)

-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Rolled Oats 800g

유기 JAS 인증을 취득하여 안심

1,080엔

- 지퍼가 달려있어, 보관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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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로도, 코메카로도 먹기 편함
귀리 100%
오트밀

아지겐(味源)

- 타 제품 대비 가격이 낮으며, 한끼

Rolled Oats 500g

용량 당 4~60엔의 가성비를 보여줌

400~500엔 사이

- 지퍼가 달려있어 보관에 용이함
- 오버 나이트 오트(밤에 자기 전
오트밀을 우유, 물 등에 말아 미리
불려놓는 먹는 방법) 때, 호불호가

KOSEI

없는 맛을 가짐

무첨가 오트밀 Rolled Oats 900g
800~900엔 사이

- 오차즈케처럼 일본식 조리방법과는 맞지
않은 상품이나, 우유나 요거트를 활용한
서양식 요리법에는 맞는 제품

- 낱알이 커서 쌀과 비슷한 식감이 나고
Organic

내츄럴 키친

Oatmeal

Rolled Oats 300g

(Rolled Oats)

300~400엔 사이

씹는 맛이 있음.
- 타제품 대비 고소한 향기가 많이 나서
좋음

- '오트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
- 대용량의 식품이고 낱알이 큰 만큼,
초심자보다는 오트밀에 익숙해진

Quaker(미국)
Quaker Oats

중급자 이상에게 적합

4.52kg
3,000엔 내외

- 용량 대비 가격이 싼 가성비 제품
- 대용량 벌키(Bulky) 제품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지퍼백이 달려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
- 낱알이 작아서 초심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

매일 주식으로
오트밀

켈로그 재팬

- 용량대비 가격이 비싼 점은 흠이나,

990g

켈로그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납득할

1,400엔 내외

수 있음
- 단백질 첨가 등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아 관심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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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토 타입으로 오트밀이 입에 맞지

HOT CEREAL
오트밀
치즈/토마토
크림 리조트

않는 사람이나 어린이도 쉽게 먹을 수
NISSIN

있어 편리함

160g
300엔 내외

- 오트밀 조리법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맛있을 지 참고할 수
있음
-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당 제품임에도

마루산
OATMILK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남

200ml
140엔 내외

- 유당 불내증인 사람에게도 우유의
대체재로 마실 수 있음

유통구조
현재 일본 내 오트밀의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입상사 또는 일본 제조사에서 오트밀을 수입하면,
이를 일본 내에서 가공하거나 바로 소비자, 음식점으로 유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자체적
으로 오트밀을 생산하는 곳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호주나 미국 등에서 대량/저가로 들어오는 오트
밀과의 유통/가격경쟁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오트밀 시장의 유통구조>

[자료: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수입규제
식품을 수입하는 바이어, 수입대행처 측에서 일본식품 위생법에 따라 원재료 및 제조공정 설명서등을 준비하
여 수입수속을 거쳐야 한다. 원재료에 따라 검역소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검역소, 바이어, 수입상
사 등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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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영문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yunyu_kanshi/kanshi/index_00004.html
<일본 식품위생법 상 수입 절차 개요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후쿠오카 무역관에서 번역]
시사점
이처럼, 일본 오트밀 시장은 성장 추세이며, 일본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과 소비자의 수요와 니즈를 나타내는 자
료가 늘어나고 있어, 보다 일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해 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 "2022년 일본, 오트밀이 뜬다(관련기사 참조)"에서 오트밀을 구매
하는 일본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대해 건강이나 미용에 민감한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30~64세 중고연
령층의 구입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소개한 바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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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령/성별 오트밀 구매율의 분포>

[자료: Intage DB(SRI+®)자료를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이 정리]
성장성이 높은 일본 오트밀 시장에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의 진출도 검토해 볼만하다. 식품에 깐깐한 일본 소
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엄선된 재료와 인정된 공정, 포장 수송 등에서 안전함을 홍보하는 스토리를 제품에
입히고 한식이나 일식 등 오트밀과 궁합이 좋은 장르와 퓨전한 제품도 좋을 것이다. 특히, 20~40 젊은 여성
세대는 타인의 취식경험과 구매 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맛과 건강을 잡은 제품을 개발, SNS 등에 타
인의 구매 후기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SNS마케팅이 유효한 한편, 중장년층 및 남성에게는 TV, 잡지 등
을 활용해 건강효능을 어필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세관, 일본능률협회연구소, Intage SRI+, 닛신시스코,
Google, SB Foods, 레튜스클럽, GT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미국 폴리우레탄 시장동향
- 한국산 폴리우레탄 대미 수출, 2020년 대비 2021년 65.1% 증가
- 팬데믹 발 수요처 산업의 약화로 한때 폴리우레탄 수요 감소, 향후 견실한 회복세 예상
상품명 및 HS Code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이란 우레탄(Urethane)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을 통칭하는 용어
로, 쉽게 말해 플라스틱 소재의 일종이다. 내열성이나 내마모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질기고 화학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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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견디는 특성을 지닌 폴리우레탄은 딱딱하게 혹은 유연하게 가공이 가능해 매우 다양한 제품 원료로 사
용되며, 신축성 역시 좋아 고무의 대체물질로 활용되기도 한다. 폴리우레탄의 대표적인 활용 형태로는 유연
한 폴리우레탄 폼(Foam), 탄성중합체(Elastomers), 섬유, 코팅제(Varnish), 접착제(Adhesives)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폴리우레탄 제품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로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
는 청소용 스펀지에서부터 각종 가구나 자동차 시트의 쿠션, 메모리폼 베게, 침대 매트리스의 패딩,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열재(Insulation) 및 밀폐제(Sealants), 고무와 같이 유연한 각종 스트랩, 스판덱스
(Spandex)로 대표되는 섬유류, 바닥 코팅제, 각종 바퀴(Wheels)류, 목공용 접착제,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각종 부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양한 폴리우레탄 활용 제품의 예>

[자료: Wikimedia Commons]
HS Code의 경우 ‘원료 형태의 아미노 수지, 페놀 수지, 폴리우레탄(Amino-resins, phenolic resins and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으로 정의되는 제3909호에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3909.50으로 분류
된다.
시장동향
글로벌 산업시장 조사 전문기관 Freedonia의 미국 폴리우레탄 시장 보고서(Polyurethane: United States,
2020년 12월 발간)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전체 폴리우레탄 시장 수요는 2009년부터 연평균 3.4% 성장한
약 66억7500만 파운드(lbs) 규모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으로 이 수요는 약 63억6000만 파운드로의 감소
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은 다시 연평균 0.9% 성장하며 2024년까지 약 69억9000만 파운드 규모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Freedonia에서는 미국 폴리우레탄 시장을 크게 연질 폼(Flexible Foam), 경질 폼(Rigid Foam), 코팅제·접
착제·밀폐제(Coatings, Adhesives, Sealants), 탄성중합체(Elastomers) 및 기타 품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중에서는 연질 폼 분야가 2019년 기준 약 22억 파운드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 경질
폼 분야 또한 2019년 기준 약 20억 파운드 규모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두 분야는 2024년까
지 각각 약 23억 파운드와 21억 파운드 규모까지 성장하며 꾸준히 그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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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24년 미국 폴리우레탄 시장 품목별 수요 변화 추이>
(단위: 십억 파운드)

주: 2020년 수치부터는 예상치
[자료: Freedonia(Polyurethane: United States, 2020년 12월 발간)]
2020년 팬데믹 등장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약화는 자동차 제품 및 다양한 내구재(Durable goods)의 생산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 업계나 포장 업계를 포함한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폴리
우레탄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했다. 따라서 2020년 폴리우레탄 시장의 수요는 전년 대비 약 4.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팬데믹 발 개인 보호 장비(PPE) 수요가 증가하며 해당 분야의 폴리우레탄 원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 생산 업계에서의 급격한 수요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2021년 미국의 폴리우레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1% 증가한 약 4억1412만 달러로 기록됐다. 최대 수입
국은 독일로, 작년 독일로부터의 폴리우레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5% 증가한 1억2116만 달러 규모다. 1
위와 2위 수입국인 독일과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하며, 작
년에는 특히 중국, 한국, 영국,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이목을 끈다. 수입
상위권 10개 국가들은 모두 전반적인 수입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미국의 폴리우레탄 수입동향(HS Code 3909.5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

연도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20

전체

330.62

281.62

414.12

100.0

100.0

100.0

47.1

1

독일

94.92

85.03

121.16

28.7

30.2

29.3

42.5

2

캐나다

39.90

41.90

61.27

12.1

14.9

14.8

46.2

3

이탈리아

22.63

19.01

30.15

6.8

6.8

7.3

58.6

4

중국

17.63

17.72

30.14

5.3

6.3

7.3

70.1

5

일본

33.48

23.50

27.02

10.1

8.3

6.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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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19.53

12.82

21.17

5.9

4.6

5.1

65.1

7

네덜란드

21.39

17.56

20.09

6.5

6.2

4.9

14.4

8

스페인

13.57

13.38

17.56

4.1

4.8

4.2

31.3

9

멕시코

14.22

12.57

17.17

4.3

4.5

4.1

36.5

10

영국

11.32

10.08

16.20

3.4

3.6

3.9

60.7

[자료: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2022.07.06.)]
작년 한국의 대미 폴리우레탄 수출 규모는 2020년 대비 무려 65% 증가한 약 2117만 달러로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한국은 미국 전체 폴리우레탄 수입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5% 정도의 작
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수입국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
장세가 예측된다.
경쟁동향
Freedonia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우레탄 시장은 자본의 투자 및 지출이나 기술적 노하우 필요 수준이 매우
높다는 특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경쟁 구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미국 내 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폴리우레탄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BASF, Carpenter, Covestro, Dow, Huntsman, Stepan,
Wanhua Chemical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BASF, Covestro, Dow, Huntsman의 4개 기업이 시장
을 선도하고 있다. BASF는 독일계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기업으로 꼽히며, 미국 시
장에서는 Lupranate, Lupraphen, Pluracol 등의 브랜드로 폴리우레탄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 제품을 판
매하고 있다. 독일계 화학소재 생산 기업인 Covestro 역시 세계적인 폴리우레탄 및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업체이며, Acclaim, Desmophen, Hyperlite, Desmorapid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미시건(Michigan)주에
본사를 둔 미국의 플라스틱 및 화학 제품 생산 기업 Dow는 연질 및 경질 폼을 포함해 거의 모든 종류의
폴리우레탄

제품을

생산

중으로,

대표적인

Dow의

폴리우레탄

제품

브랜드로는

Delta

Therm,

Diamondlock, Betafoam, Enerlyte, Vorasurf 등이 꼽힌다. 마지막으로 텍사스(Texas)주에 기반한 미국
계 다국적 화학 기업 Huntsman Corporation은 Rubinate, Jeffol, Rubiflex 등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판
매하며, 2020년 미국의 스프레이 폴리우레탄(Spray polyurethane) 생산 기업 Icynene-Lapolla를 인수
이후에는 폴리우레탄 접착제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유통구조
미국 내에서 폴리우레탄은 크게 건축·건설 분야(Construction), 가정용품 분야(Household products), 수
송

장비

분야(Transport

equipment),

패키징

분야(Packaging)

및

기타

분야로

유통되고

있다.

Freedonia에 따르면, 위의 분야들 중에서도 폴리우레탄 제품의 가장 큰 수요처는 건축·건설(34%) 및 가정
용품(29%) 분야로, 2019년 기준 해당 시장 전체 수요 중 절반을 넘는 약 64%가 이 두 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요처별 비중은 2024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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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24년 미국 폴리우레탄 시장의 수요처 비중>

[자료: Freedonia(Polyurethane: United States, 2020년 12월 발간)]
관세율 및 인증·수입규제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3909.50은 하위 품목에 따라 적게는 무관세
에서부터 많게는 6.3%까지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미 FTA 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미국 세관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및 납품업체
로부터 받은 원자재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는 통관 후에도 통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미국 세관
에서는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사후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기에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으로 폴리우레탄 수출 및 판매 시 연방(Federal), 주(State), 소규모 단위의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준수
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폴리우레탄 제품의 생산, 노출, 취급, 수송, 사용, 폐기 시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각자의 사업 지역 및 판매 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폴리우레탄 및 폴리우레탄 생산 시 포함되는 소재와 관련된 규제를 관할하는 미국의
기관들로는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국제코드위원회

(International Code Council, 이하 ICC),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OSHA), 미국 화학 위원회 폴리우레탄 산업 센터(Center for the
Polyurethanes Industry of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폴리우레탄 폼 협회(Polyurethane
Foam Association) 등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하는 폴리우레탄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독
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OEHHA의 규정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시사점
다양한 분야의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특성이 강한 만큼, 폴리우레탄은 각종 수요처 산업 시장의 상황으로
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팬데믹 등장으로 인한 경제 약화와 생산량 감소로 다수의 폴리우레탄 수
요 산업계로부터의 니즈가 감소했을 당시 폴리우레탄 시장은 큰 수요 감소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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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경제 및 산업 여건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해당 시장은 향후 비교적 견실
한 회복과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폴리우레탄은 생산 단가가 낮고 생산과 취급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의 수요처와 사용처는 향후
에도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폴리우레탄 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폴리올 처리방식(Polyol process) 등의 선
진 생산 방식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폴리우레탄 시장의 성장 전망은 더욱 밝다. 특히
콩(Soy) 등 친환경적 폴리올(Polyols) 사용이 증가하는 등 폴리우레탄 관련 업계에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만큼 미국 폴리우레탄 시장에 주목하는 관
련 기업이나 업계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추구와 환경적인 관점의 전략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한편, 폴리우레탄이 해당하는 HS Code 3909.50의 모든 하위 품목은 트럼프 전(前) 행정부의 무역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 무역 제재 2차 리스트(2018년 8월 발효)에 포함돼, 해당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의 우리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해당 품목 수출 경쟁 시 이를 참고
할 수 있겠다.
자료: Freedonia, MarketsandMarkets,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EPA, OEHHA, Wikimedia Commons,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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