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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판식 병행 개최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D) 사업
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논의한 데 이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R&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연구개발(R&D) 표준
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의 세부 과제인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를 위해 지난주(7.8.) 관계부처와 표준 연구성과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산업부 연구
개발 기획, 수행, 관리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
결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과 3개 관계기관은 △표준화와 연계한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과제
의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수행단계), △표준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연구자 인식 제고(관리 단계) 등을 위
해 협력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본격적인 활
동을 위한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도 병행 개최하였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
요자 중심의 활용·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구
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오늘 협약체결
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이 표준화 성
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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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 국표원, 20일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약 체결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총 45개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 지원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45
개 중소·중견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표준화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
력이 없어 자사의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20년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도입해 지난 2년간 40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였다.
올해는 5~6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45개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짝지어 주었다.
신산업인 전기·자율차 분야 △차량 데이터 플랫폼 관리, △자율차용 인지센서 등 기술 보유 5개 기업, 에너
지 분야 △소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수소생산 알카라인 수전해 등 기술 보유 6개 기업, 스마트시티·홈
분야 △스마트 조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기술 보유 7개 기업, 융합기술 적용분야 △3D 스캔 의료
데이터, △VR 장치 안전,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등 기술 보유 8개 기업, 탄소중립 분야 △선박용 이산화
탄소 저감장치 등 기술 보유 4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등의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15개 기업이 전문가의 1대1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
었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반 의장,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이들 기
업을 지원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하였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 제안 항목 발굴, 최신 기술표준화 정보제공,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등
각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표원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기업의 국제표준화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
록, 신규 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 제안 등의 후속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더 많
은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기술 발굴과 표준화 지
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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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3.

[보도] 한국 제안 5G, 클라우드컴퓨팅, 양자암호통신기술 관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안) 5건 채택

- 미래네트워크 연구반 의장단 총 11석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
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 (한국대표단 수석대표: KT 김형
수 박사)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G, 클라우드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분야의 관련한 국제표준(안) 5건
이 사전 채택**되고, SG13 국제의장단 11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SG13 : 차세대 통신 관련 표준 제개정 활동 연구그룹
** 표준의 최종 채택 직전 단계로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채택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 5건
ㅇ ① ‘5G(IMT-2020) 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지터* 상한 보장 프레임워크’ 표준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지연을 방지하여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케 한다. 이를 바탕으로 5G, 인터넷, 메타버스 등에서
초저지연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터: 송·수신 하는 데이터의 지연 시간의 변화량
ㅇ ② ‘멀티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표준은 한국 주도로 멀티클라우드 기술 표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성과로써 멀티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③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프레임워크’ 표준은 5G의 핵심 응용기술인 분산 클라우드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두 표준은 기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장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멀티클라우드: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
*** 분산클라우드: 중앙서버가 아닌, 서비스 사용자와 가까운 네트워크에 클라우드를 형성

ㅇ ④ ‘양자키분배네트워크(QKDN) 네트워크 품질 보장 기능 구조’ 및
⑤ ‘머신러닝 기반 QKDN 네트워크 품질 보장 요구사항’ 표준은 미래 보안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들을 담고 있으며, 향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사업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
됨에 따라 미래네트워크 연구반 산하 조직(3개 작업반, 13개 연구과제그룹 등)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되었
다
□ 우리나라는 SG13 의장단 11석을 확보하였으며, 9석은 재선임되었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 작업반과
우리나라 주도로 신설된 머신러닝 공동조정그룹(JCA-ML*) 의장단 등 2석에 추가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JCA-ML : ITU-T 내 머신러닝 표준개발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반 간 표준화 활동을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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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등 타 표준화 기구와 협력・논의하는 그룹

□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산・학・연과 협력하여 양자, 우주, 6G,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
네트워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ITU-T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 목록
2.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 우리나라 의장단 현황
3. ITU-T SG13 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
국제기구협력팀

책임자

팀

장

이경희 (061-338-4460)

담당자

주무관

박성천 (061-338-446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표준팀

책임자

팀

장

김기훈 (031-780-9077)

담당자

책

임

김세진 (031-780-9156)

<공동>

<관련기관>

붙임1

ITU-T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 목록

□ ITU-T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 목록 [총 5건]

No.

제목

제안자

소속

내용

1

IMT-2020 등 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지터 상한
보장 프레임워크
(Y.IMT2020-jg-lsn)

정진우,
최태상,
윤종호

상명대,
ETRI,
항공대

2

멀티클라우드
기능요구사항
(Y.mc-reqts)

정영우,
손석호,
강동재

ETRI

멀티클라우드 개념 정의, 멀티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정의

3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프레임워크 (Y.ccgmgdc)

김대원,
김선욱

ETRI

지리적으로 분산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정의

4

QKD 네트워크 품질 보장
기능 구조
(Y.QKDN-qos-fa)

최태상,
김형수,
윤춘석

ETRI, KT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구조 설계, 구조별 기능 요소 및 동작절차 정의

5

Machine Learning 기반
QKD 네트워크 품질 보장
요구사항
(Y.QKDN-qos-ml-req)

최태상,
김형수,
윤춘석

ETRI, KT

기계학습 기반의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품질 보장
요구사항 정의, 기계학습을 양자암호통신에 적용한
최초의 표준

중~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jitter를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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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 우리나라 의장단 현황(총11석)
구분

연구반

작업반

연구
과제
그룹

JCA

Vol.407 2022. 07. 18 ~ 2022. 07. 24

주요 표준화 임무

미래네트워크
(SG13)

o 미래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o 미래네트워크 표준화 최종 의사결정

의장단
김형수 팀장
(KT)
김형수 팀장

부의장

5G 및 6G
(WP1)

o IMT2020(5G) 및 6G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WP2)

o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양자통신
(WP3)

o 신뢰성 네트워크 및 양자통신 분야 표준화

서비스모델
(Q1)

o 스마트팜, 스마트산업 등의 미래 네트워크
사용사례, 서비스 시나리오 및 서비스 모델

네트워크품질
(Q6)

o 소프트웨어화/가상 네트워크 QoS/QoE
o AI/ML기반 QoS/QoE 보증 메커니즘
o QKDN QoS/QoE

신뢰성 및
양자통신
(Q16)

o 신뢰 가능한 네트워킹 및 서비스
o 양자정보통신(양자키분배, 양자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및 데이터관리
(Q17)

o 미래 컴퓨팅(클라우드, 데이터관리)의
애플리케이션 및 상호운용성

이강찬

머신러닝
(Q20)

o AI/ML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및 아키텍처 디자인

고남석

유 · 무 선
인공위성 융합
(Q23)

o AI/ML, DLT, 양자정보기술 등 미래
네트워크를 적용한 유·무선, 인공위성 융합
네트워크 연구

김정윤

머신러닝
공동조정그룹
(JCA-ML)

o ITU-T 연구반간, 타 표준화기구에서의
머신러닝 분야 표준화 활동 조정

이강찬

의장

(ETRI)

(신규)

(KT)
이강찬 실장

부의장

(ETRI)

(신규)

이규명 교수
(KAIST)
정희창
(동의대)
최태상
(ETRI)
이규명
(KAIST)

(ETRI)

(ETRI)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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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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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Vol.407 2022. 07. 18 ~ 2022. 07. 24

ITU-T SG13 설명자료

□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 개요
ㅇ (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산하 연구반
ㅇ (표준화 범위) 클라우드 컴퓨팅 및 ICT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 다중 액세스 네트워크, 빅데이터, SDN
및 IMT-2020 네트워크,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등 미래네트워크 분야
ㅇ (조직구성*) 3개 작업반(Working Party)및 13개 연구과제그룹(Question)
* 실제 표준안 개발이 이뤄지는 연구과제 그룹, 연구과제 그룹에서 개발된 표준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반으로 구성됨
<ITU-T SG13 조직 구성도>

출처(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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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
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본문 중 ”차“를 ”카“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다목-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 “MST11”를 “MST12”로 하고, 다목-58)의 기기부호
“MST11”를 “MST13”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의 비고-4에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를 신설하고 비고-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7.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
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2호-라-3)의 본문 중 ”다만“의 일
부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
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
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시험성적서 정보,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추가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4호, 2022. 07. 19.>

이 고시는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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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5. 식약처, 의료기기 주요 개발단계별 인허가 자료 안내
- 소프트웨어, 체외진단기기 등 5개 분야…9개 주요 단계별로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주요 제품개발 단계별로
확인·준비가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을 마련·배포합니다.
*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 의료기기 개발 시 인허가 준비를 위한 자료 요건과 자료 준비 여부
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진단표
ㅇ 이번 안내서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전기 미사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
료기기(장비) ▲체외진단 의료기기(시약) 등 5개 의료기기 분야별로 기술성숙도(TRL, Technical Readiness
Level)에 따라 9단계*로 나누어, 최종 제품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로 확인·준비해야 할 인허가 자료
의 항목을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 기본원리(1) > 개념정립(2) > 개념검증(3) > 시작품설계(4) > 시작품성능평가(5) > 시제품제작(6) >
비임상시험(7) > 임상시험(8) > 양산(9)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의료기기 개발자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되
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식약처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이번에 마련한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
톤’을 기반으로 범부처 과제 전체(약 380개)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
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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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7 2022. 07. 18 ~ 2022. 07. 24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예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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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식약처, 새로운 기능성(모발건강) 평가 가이드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
서)’를 오는 7월 21일 마련‧배포합니다.
ㅇ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됐습니다.
*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요 내용은 ▲기능성 내용 ▲인체적용시험 설계 ▲평가지표(인정기준) 등입니다.
ㅇ (기능성 내용)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의 영역은 제외됩
니다.
ㅇ (인체적용시험 설계) 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하여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는 남녀입니다.
* 육안평가 분류법 따른 윤기 점수가 1~3점에 해당하고 손상 정도를 위험요인 노출에 따라 평가한
모발손상 총점이 18점 미만
ㅇ (평가지표) 인체적용시험(24주 이상)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
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모발 임상 사진 평가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의 변화는 기능성 입증을 위한 보조적 지표로 사용
가능(대조군 대비 기존 모발이 유의적으로 덜 감소 등)
- 기반연구(시험관시험, 동물시험)에서는 영양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증식 촉진 등에서 유의적 개선으
로 보이면서 작용기전 또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계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모발건강) 평가 가이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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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모발건강) 평가 가이드 주요 내용

❍ 개발 배경
-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를 마련하여 산업계 등에 제공하
고 심사의 신뢰성 제고
❍ ‘모발의 건강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의미
- 발모, 양모, 탈모방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 모발 탄력 또는 직경 및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하는 상
태를 수반함을 의미
❍ 주요 평가 지표(바이오마커) * 추측기전에 따라 선택 가능
영양공급촉진1)
항산화 및 항염

비임상적
평가 지표

2)

세포증식3)
모낭 주기 조절4)
모발 탄력 변화
모발 윤기 변화

임상적

모발 직경 변화

평가 지표

대상자 만족도
모발 임상 사진 평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의 변화5)

* ‘모발 임상 사진 평가’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의 변화’는 기능성 입증을 위한 보조적 지표로 사용

1) 모발 아미노산(cystine, methionine 등) 조성
2) 항산화 효소(SOD, CAT, GPx 등)활성 측정 및 염증지표(IL-1, TNF-α, Prostaglandins 등) 측정
3) 모유두 세포 또는 외모근초세포의 증식촉진 효과 측정
4) 모발성장자극인자((IGF-1, HGF, VEGF 등) 및 저해인자(TGF-β, BMP, DKK-1 등) 측정, 성장기 모발 비율 측정
5) 기존 모발이 대조군 대비 더 빠지지 않는지 평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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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7. 태국, 유해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기간에 대한 기한 개정
2022년 6월 27일, 태국 산업부(DIW*)는 정부 관보에 자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부속서 5.6에 등재된 유
해 물질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보고 기한을 개정한 산업부 공고 DIW B.E.2565(2022)를 고시했습니다.
* Thailand’s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본 고시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수입자는 연간 1,000kg 이상의 수량으로 해
당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조/수입 정보를 DIW에 보고해야 하지만 금번 개정
된 고시에 따라 제조 수입자들은 전년도(1,000kg/년 초과)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양식은는 고시에 함께 첨부된 양식(WoAo./AoKo. 3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금번 고시는 9월 25일부터 정식 발효되며 2015년에 고시된 종전의 개정안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또한 신
규 고시의 계도 기간으로써 제조 수입자가 제조 수입 실적을 종전 규정의 기한이 아닌 2022년 9월 25일까
지 보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source.chemlinked.com.cn/chemical/articles/file/t-0012.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오만 영유아용 식품 시장 동향
- 높은 평균 출생률로 영유아 식품 시장 확대 전망
- 모유 대체품 판매 시 현지 제품 판매 기준 준수 필요
상품명 및 HS CODE
오만에서의 모유 대체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관련 HS CODE는 아래 표와 같다.
- 모유 대체품(Breast Milk Substitute): 유아용 조제분유와 보충 식품
- 유아용 분유(Infant

Formula): 생후 4개월까지의 유아의 정상적인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종류의

가공 우유
- 보충 식품(Complementary

Food): 모유 또는 유아용 조제분유가 유아의 정상적인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

지 않을 때 사용되는 가공 또는 제조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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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영유아 식품 관련 HS코드>
HS CODE

품목

1

1901

영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1

19011010

영유아의 모유 대용으로 준비된 우유 또는 맥아 우유 기반 제품- 코코아 미포함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 based on milk or malted milk
prepared as substitutes of mother milk, not containing cocoa)

1-2

19011020

영유아의 모유 대용으로 준비된 우유 또는 맥아 우유 기반 제품- 코코아 5% 미만
포함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 based on milk or malted milk
prepared as substitutes of mother milk, containing less than 5% by
weight of cocoa)

1-3

19011090

기타 영유아 식품 (Other)

2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설육, 피

2-1

16021010

영유아에게 적합한 식품(As food suitable for infants or young children)

3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
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1

20051010

영유아용 (Used as infants and young children)

4

2007

잼, 과실 젤리, 마멀레이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퓌레,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
(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다)

8

20071010

영유아용 (Used as infants and young children)
[자료: 오만경찰청]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영유아용 식품인 분유 제품(HS코드 190110)을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시장 규모 및 동향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오만의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2.8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2.4명, GCC 평균 2명, 한국의 0.8명보다 높으며, 이러한 높은 출생률로 인해 유아 관련 시장이 강세를 보인
다. 높은 출산율과는 대조적으로 오만의 모유 수유 비율은 타 국가와 비슷하게 낮은 편이다. 오만 보건부의 가장
최근 조사(2017년)에 따르면 생후 6개월 이내 유아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Exclusive

Breastfeeding

Rate)은

23.2%에 불과하며 이는 2014년 조사 예측치 32.8% 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WHO에서 발표한 생후 6개월 이내
영아의 2015~2020년 전 세계 완전 모유 수유 비율 평균이 44%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오만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
은 세계평균 대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오만 보건부는 2025년까지 생후 6개월 내 유아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을 50.3%까지 높이고, 5세 미만 어린
이의 이환율(Morbidity Rate: 병에 걸리는 비율)과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모유 대체품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분유 및 관련 제품의 오만 내 마케팅 및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오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오만 가정 실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만 젖병 관련 시장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젖
병수유는 실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후 24개월 미만의 젖병 수유율은 53.2%로
조사되었다.
또한 오만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한 여성의 음식 준비 및 모유 수유 시간 단축에 따라 분유 외에도 양질의
이유식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식에 대한 수요 또한 가정소득이 높은 경우 더 높게 나
타났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기성 이유식 제품 이용은 불필요한 사치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 아직 전통
적인 방식의 이유식을 선호하고 있는 점 참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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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5년 오만 영유아 식품 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

[자료: Euromonitor 자료 재정리]
수입 규모 및 동향
HS코드 190110의 2021년 오만의 수입 금액은 약 5,000만 달러로 5년 전 3857만 달러 대비 약 31%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국경 봉쇄 조치 및 유가 하락에 따라 오만 내 거주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수입
금액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2021년 국경 개방 조치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다시금 회복세에 돌입했다.
<2016~2020년 HS코드 190110 수입 동향>
(단위: US$ 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9011010

31,825

27,228

25,091

22,834

37,983

19011020

0

0

9

30

206

19011090

6,746

11,997

20,393

21,892

12,473

총계

38,571

39,225

45,493

44,757

50,663

[자료: 오만통계청]
2021년 기준 HS코드 190110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오만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UAE로, 2021년 HS코드 190110
전체 수입 금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분유(HS코드 19011010)가 아닌 기타 영유아 식품(HS코
드

19011090)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포르가 전체 수입 금액 대비 6.2%를 차지한다.

나머지 제품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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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HS코드 190110 수입 기준 상위 5개국>
(단위: US$ 천)
연도

2019

2020
금액

순위

국가

1

UAE

28,883

UAE

21,213

UAE

31,078

2

네덜란드

5,772

네덜란드

8,680

이란

10,363

3

이탈리아

2,344

이란

6,986

싱가포르

3,106

4

싱가포르

2,232

이탈리아

2,838

이탈리아

1,776

5

독일

1,186

싱가포르

2,633

네덜란드

1,709

총계

국가

2021
금액

42,626

국가

금액

44,525

50,267

[자료: 오만통계청]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오만은 1996년 설립된 Omani

Euro

Food

Industries

SAOG를 통해 2001년부터 자체 상표인 Mother’s

Choice의 이유식, 영유아용 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미국 Heinz, 영국 Farley’s의 영유아 식품 계약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오만 보건부는 2022년 2월 미국 Abbott사의 유아용 조제분유 Similac EleCare(0-12개월), Similac EleCare
Jr(1세 이상)의 세균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해당 두 제품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였다. 해당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
을 통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구매가 불가하다. (2022년 7월 기준)
<오만 분유 및 이유식 주요 기업과 제품>
기업명

브랜드명

제조국가

네덜란드/스위스/UAE
(*제품 단계별로 제조국가
Nestle

Nan Opti Pro

상이)

Nestle

Nido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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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le

S-26 Gold

싱가포르

Abbott

Similac Gold

아일랜드

Novalac

Novalac

독일

Bebelac

프랑스

Aptamil

네덜란드

Danone
Nutricia

Danone
Nutr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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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자료: Luluhypermarket.com]
유통 구조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이 오만 내 가장 큰 유아식품 유통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의 경
우 한 곳에서 다양한 소비재 제품의 동시 구매가 가능하며, 넉넉한 주차 공간 및 편리한 운영시간 등으로 오만 내
소비자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영양 분유, 조제분유 및 유아용 시리얼에 제품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조제분유 및 이유식 유통 구조>

[자료: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관세 및 부가가치세
HS코드 19011010, 19011020 및 19011090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HS코드 16021010, 20051010
및 20071010의 경우 관세 5%,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된다.
인증정보
유제품의 오만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오만 농수산부의 Directorate
General of Animal Wealth(DGAW)의 사전 허가 취득 및 Radiation Free Certificate (무방사능 인증서)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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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대체품의 추가 라벨 규정
오만에서 판매되는 모유 대체품은 오만의 일반 식품 라벨 규정(OS 58/1995)과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아래의 내
용을 아랍어로 제품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명
- 원산지
-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침
- 모유 수유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뚜렷한 안내문
- 잘못된 제품 섭취에 따른 건강 위해 관련 경고
- 의사 또는 유아 영양사의 자문에 따른 모유 대체품 사용 조언
- 상대적 백분율로 표시된 제품의 구성 (분석 결과 내 -5%의 오차 허용)
- 제품의 적절한 보관 방법
- 배치 번호
- 비(非) 코드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기한 표기(월 및 연도), 단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오만 모유 대체품 라벨 예시>

[자료: Luluhypermarket.com]
시사점
오만 국민의 모유 수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족, 제왕절개 분만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과 더불어 출산
직후 과다한 체중 감량 시도에 따른 모유 감소 등이 오만 모유 수유 비율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만 보
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유 수유 장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 개선에는 장기적 접근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만의 소득수준 변화, 생활 방식의 현대화, 세계평균 대비 높은 출산율 등으로 미루어 보았
을 때 오만 내 분유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 보건부는 UNICEF와 함께 1998년 3월 모유 대체품 마케팅과 관련한 규정인 “The Omani Code for Marketing
of Breast Milk Substitutes(오만 내 모유 대체품의 마케팅 규정)”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오만 상공부는 세계보
건기구와 함께 해당 규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모유 수유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미치는 중
요성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만 모유 대체품 마케팅은 적절한 마케팅과 유통 과정에
서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모유 대체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연 모유 수유를 장려하고 보호함으
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유 대체품의 무료 샘플의 유
통 및 수령, 달력 등을 포함한 홍보물 전시 및 관련 홍보 자료의 배포, 제품의 할인가 판매 또는 판촉 판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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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유 사용을 장려하는 비의료인의 조언 등이 금지되고 있어, 오만 내 영유아 식품을 수출 및 판매하고자 하
는 우리 기업은 사전에 해당 규정 및 제품 정보 표기법 숙지가 필요하다.
자료: 현지 언론, 오만 보건부, Euromonitor, 오만 경찰청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영국 반려동물용 사료 시장동향
- 반려동물 용품시장은 꾸준히 증가, ‘27년 63억9,010만 파운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예상
-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시장개척 지름길
영국 시장규모 및 동향
코로나19로 반려동물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반려동물 용품시장은 2021년 기준 전년대비 3.5%
성장했다. 이는 정신적 및 신체적 웰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진 것에서 기인한다. 즉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줄이며 운동을 돕는 반려동물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영국 내 반려동물용품(반려동물 사료와 반려동물 용품
포함)시장의 2021년 전체 매출액은 50억4,970만 파운드였으며 전년대비 3.5%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려동물용품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0.2%성장해 2027년도 기준 전체 매출액은 63억9,010만 파운
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용품 매출액 현황 2008-2027>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유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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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반려동물을 위해 건강한 사료나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
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존 사료의 구성 성분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아닌 대체 단백질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곤충
이나 생선에서 추출된 단백질 사용이나 동결건조 및 냉동식품 등 천연 상태의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끌
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식단 다각화 및 유대감 형성을 돈독하게 한다는 점과 연관된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내에서 이용가능한 장난감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추적기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추적기의 경우 반려동물용 GPS 추적기를 출시하여 반려동물 관리의 프리미엄화 추세에 합
류했다. 영국은 단독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정원을 통해 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반려동물을 도난당하는 경
우가 많아 추적기의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동향
반려동물을 위하여 많은 애정, 시간과 비용을 쏟으면서 더욱 깨끗하고, 유기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분의
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반려묘 사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까지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증가와 비례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2027년에도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을 전망한다.
ㅇ 종류별 판매액(2017~2021년)
<영국 반려동물 용품 종류별 판매동향>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75

3,609

3,640

3,757

3,870

-개와 고양이 사료

3,143

3,180

3,215

3,330

3,441

-고양이사료

1,470

1,503

1,500

1,544

1,582

-개사료

1,673

1,677

1,715

1,786

1,859

432

428

424

427

428

969

1,009

1,053

1,121

1,179

4,545

4,618

4,693

4,879

5,049

애완동물 사료

-기타동물사료
애완동물 용품
전체

[자료: 유로모니터]
ㅇ 종류별 판매액 예상치(2022~2027년)
<영국 반려동물 용품 종류별 판매전망>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978

4,145

4,290

4,425

4,554

-개와 고양이 사료

3,549

3,701

3,833

3,956

4,072

-고양이사료

1,620

1,684

1,739

1,790

1,837

-개사료

1,929

2,017

2,094

2,166

2,235

애완동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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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444

456

469

481

1,232

1,319

1,408

1,500

1,599

5,211

5,465

5,698

5,926

6,154

[자료: 유로모니터]
수입동향 분석
ㅇ 상위 10개국의 최근 3년간 수입동향
2022년 HS Code 2039.10에 대한 영국의 수입은 4억6,769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의 주요 수입국가는 프랑스(18.8%), 독일(16.3%), 중국(10.8%)순이
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22년 7천 달러를 기록하며 43위를 차지했다.
<영국 반려동물 사료 상위 10개국 수입동향(HS 2309.10)>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프랑스

49,788(16.80)

62,161(17.51)

87,996(18.82)

2위

독일

48,870(16.49)

57,958(16.33)

76,664(16.39)

3위

중국

21,677(7.31)

31,705(8.93)

50,836(10.87)

4위

네덜란드

49,393(16.67)

34,870(9.82)

49,121(10.50)

5위

아일랜드

76,790(25.91)

48,286(13.60)

42,669(9.12)

6위

폴란드

3,247(1.10)

19,662(5.54)

36,660(7.84)

7위

태국

11,544(3.90)

14,080(3.97)

20,845(4.46)

8위

리투아니아

173(0.06)

13,505(3.81)

19,298(4.13)

9위

오스트리아

7,430(2.51)

7,454(2.10)

17,791(3.80)

10위

헝가리

2,799(0.94)

9,242(2.60)

15,669(3.35)

296,376(100.00)

354,936(100.00)

467,690(100.00)

전체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2년도 기준]
2022년 HS Code 4201.00에 대한 영국의 수입은 7,19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49.4%), 인도(23.3%), 독일(6.1%)순이다.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22년 1만5천달러를
기록하며 36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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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려동물 용품 상위 10개국 수입동향(HS 4201.00)>
(단위: 천달러, %)
순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1위

중국

13,349(45.45)

20,722(43.54)

35,557(49.43)

2위

인도

6,667(22.70)

11,294(23.73)

16,779(23.33)

3위

독일

1,768(6.02)

2,427(5.10)

4,384(6.10)

4위

베트남

1,583(5.39)

4,504(9.46)

3,665(5.09)

5위

대만

1,396(4.75)

1,973(4.15)

2,439(3.39)

6위

헝가리

306(1.04)

167(0.35)

1,987(2.76)

7위

이탈리아

586(2.00)

807(1.70)

1,768(2.46)

8위

프랑스

160(0.55)

486(1.02)

1,315(1.83)

9위

미국

493(1.68)

678(1.43)

668(0.93)

10위

터키

245(0.84)

567(1.19)

556(0.77)

29,369(100.00)

45,597(100.00)

71,934(100.00)

전체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2년도 기준]
ㅇ 최근 3년간 대한국 수입규모 및 동향
<반려동물 품목별 대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Code 및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43위

반려동물 사료(HS 2309.10)

-

-

7(0.00)

36위

반려동물 용품(HS 4201.00)

22(0.08)

11(0.02)

15(37.13)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2년도 기준]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2021년도 영국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Mars Petcare UK Ltd와 Neslte Purina Ltd가 전체 판매량의37.7%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기타 매장62.3%는 Pets at Home Plc, Spectrum Brands (UK) Ltd, Tesco Plc외 기타
기업 등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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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려동물 사료 기업별 점유율>
(단위: %)

[자료: 유로모니터]
2021년도 영국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별 산업은 PL상품업체가 전체 판매량의 8.8%를 차지했으며 Pedigree,
Felix, Whiskas, Pets at home가 각각 7.7%, 7.5%, 4.7%, 3.2%순이었다. 나머지 68.1%는 Tesco,
Bakers, Good Boy, Gourmet외 기타 기업 등이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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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별 점유율>
(단위: %)

[자료: 유로모니터]
Mars Petcare UK Ltd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1935년 설립 이후 반려동물 사료회사
들을 인수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사료회사로 성장하였다. 현재 55개국에 진출했고 총 50개의 브랜
드를 보유 중이다. 동사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곤충에서 공급하고 아미노산, 지방 및 영양소의
혼합 혁신제품인 Lovebug 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으로 환경
을 중요시하는 경영이념을 두고 있다.
Nestle Purina Ltd는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스위스 대기업 Nestle사에 있던 애완동물
사료 사업부문이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인 Ralston Purina사를 10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2001년 설
립하였다.
Pedigree는 반려동물 브랜드 용품 중 7.7%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미국그룹 Mars Incorporated 의 자회사로
영국의 Melton Mowbray에 공장이 있다. 동 사는 프리미엄 사료 개발에 힘쓰고 있고, 전국의 애완동물 보호소
및 구조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장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반려동물 사료 제조기업
에 가격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포장세에 대한 해결책으로Mars Petcare UK Ltd, Kitekat, Pedigree, Whiskas,
Chappie등의 브랜드는 혼합 멀티팩 캔의 수축 필름 포장을 재활용 판지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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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관세율 및 수입규제·인증
ㅇ 유통구조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매업체를 통한 판매가 감소하고 전자상거래 판매가 새로운 유통구조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많은 소비자가 반려동물 가게 및 하이퍼마켓으로 직접 쇼핑을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은
주춤하였다. 하지만 소비자 직접 서비스 및 구독 서비스의 맞춤형 특성과 결합된 편의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점포 판매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구조별 점유도>
(단위: %)
유통구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4.5%

84.1%

80.8%

80.5%

80.9%

10.4%

10.8%

14.3%

14.6%

14.2%

동물병원

5.1%

5.1%

4.9%

4.9%

4.9%

전체

100%

100%

100%

100%

100%

점포판매
(예: 슈퍼마켓,애완동물 용품매장등)
무점포 판매
(예: 인터넷)

[자료: 유로모니터]
ㅇ 관세율
<관세율>
(단위: %)
HS코드

대한 수입 관세율

일반 관세율

애완동물 사료(HS 2309.109000)

0%

8.00%

애완동물 용품(HS 4201.000010)

0%

2.00%

[자료: 영국 정부 온라인 관세율 사이트]
ㅇ 규제 및 인증
영국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인증은 별로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애완동물 식
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 및 인증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라벨링) 반려동물 식품 성분을 표시할 때 기름, 지방 또는 육류 등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 이는 반
려동물 사료 성분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조사들은 제
품기능, 제조사 이름 및 주소를 추가적으로 명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하
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
(인증) 육류, 생선, 유제품 등과 같은 동물의 부산물(ABPs*)이 포함된 반려동물 식품의 경우 영국 환경식품부 산
하기관인 동식물 보건국(APHA) 을 통해 성분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반려동물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동물의 부산물은 ABP1,

ABP2, 음식물 부산물, 동물의 지방(사망 전에는 질병 검사를 통과했지만 사망 후에 실

시한 검사에서 실패한 동물)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Using animal by-products to make pet food
- GOV.UK (www.gov.uk)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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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부산물(ABPs)의 3가지 분류>
- TSE(전달성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 또는 부위
-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 될 수 있는 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사체
- 실험에 사용됐던 동물의 사체
ABP1
(고위험)

- 불법 치료로 인해 오염된 동물의 일부
- 국제 음식물 쓰레기(International Catering Waste*)
-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동물, 서커스 동물, 애완동물의 시체 및 신체 부위
- 특정 위험 물질(소 척수와 같은 특정 질병 위험을 내포하는 부위)
* 국제 음식물 쓰레기(International Catering Waste*): 항공이나 배(크루즈, 선박, 해군
함대 등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 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사체
- 공인 치료제(Authorised Treatments)가 사용된 동물의 사체

ABP2
(고위험)

- 부화하지 않은 가금류
- 질병 통제 목적으로 폐사된 동물의 사체
- 죽은 가축의 사체
- 거름
- 소화기관
- 인간의 소비를 위해 도축장에서 생산된 육류
- 상업적 이유로 사용되지 않은 육류
- 가정 음식 폐기물(Domestic Catering Waste)

ABP3
(저위험)

- 부드러운 조직을 가진 조개류 껍질
- 계란, 계란 부산물, 부화 부산물, 계란 껍질
- 수생 동물, 수생 및 육생 무척추 동물(Aquatic and terrestrial invertebrates)
- 도축 시 발생된 가죽
- 사망 시 전염병의 징후가 없었던 동물의 가죽, 발굽, 깃털, 양털, 뿔, 털
- 가공된 동물의 단백질(PAP)
[자료: 영국 환경식품부 사이트]

시사점
영국 내 반려동물 용품(사료와 용품 포함)시장의 2021년 전체 매출액은 50억4,970만 파운드였으며 전년대
비 3.5% 성장을 기록하였다. 건강한 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애완동물 주인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상품 수
요증가 등의 이유로 2027년도 전체 매출액은 63억9,010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계속되는
환경문제의 관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물과 토지 사용을 줄이는 사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소비자의 반려동물 용품 소비 성향은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제품의 비교가 가능한 점포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곤충기반 성분의 사료인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영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반려동물 용품 관련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영국시장진출을 노려볼 만 한다.
자료원: 유로모니터(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GTA), 영국정부 사이트(Gov.uk), 언론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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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독일 폴리에스테르 섬유 동향
- 섬유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 트렌드 부상
- 국내 기업, 독일 진출 시 공급 이슈 대응책 마련해야
상품명 및 HS Code
폴리에스테르 섬유(HS Code: 550320)*는 합성섬유의 한 종류로, 현재 섬유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섬유이다. 높은 내구성, 신축성 및 열가소성에서 이점을 발휘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수축과 구김이 거의
없고 습기에 노출되어도 형태가 유지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워크웨어, 야외 및
기능성 의류뿐만 아니라 가구와 침구류 같은 가정용 섬유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용 분
야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텐트, 호스, 자동차 시트 및 부직포, 제지 산업 및 타이어 코드 산업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주: HS Code에 따르면,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를 의미한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자료: Industrievereinigung Chemiefaser e. V.(독일 화학섬유협회)]
시장동향
2021년 독일의 산업용 섬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약 11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09년 이
후 독일의 산업용 섬유 매출은 2017년까지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 3년간 다시 소폭 감소
세를 나타내다 202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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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1년 독일 산업용 섬유 매출 규모>
(단위: 10억 유로)

[자료: Statista, Statistisches Bundesamt(독일 연방통계청)]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섬유(천연섬유 및 화학섬유) 생산량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체된 가운데독일 화학
섬유협회에 따르면, 독일의 화학섬유 생산은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세를 보이며, 2년 연속 하
락세를 기록하였다. 화학섬유에 포함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또한 2020년 약 17만 5,000톤(t)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하였다.
<2015~2020년 독일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량 추이>
(단위: 1,000 톤(t))

[자료: Statista, Industrievereinigung Chemiefaser e. V.]
폴리에스테르 섬유도 피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폴리에스테르 섬유 산업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바이오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지속가능성 트렌드의 한 예시
라고 할 수 있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섬유)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친환경적인 의미에서 각광받고 있
다. 일례로 유럽 내에서 매년 페트병의 40%가 섬유로 가공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undesamt für
Umwelt)에 따르면,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새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품질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59% 감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O2 배출량은 일반 폴리에
스테르 섬유에 비해 32%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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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섬유 비교>

주: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섬유(ECO)와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non ECO)는 모양과 느낌 면에서도 동일
한 수준이다.
[자료: dicota.com]
(바이오 폴리에스테르 섬유) 2022년 6월 산업용 섬유 전시회(Techtextil)에 참가한 독일 필라멘트 제조사인
The FilamentFactory는 CiCLO® 기술을 보유한 인트린직(Intrinsic Advanced Materials)(본사 소재지:
미국)과의 기술 협력 하에 Ec0PET 라인을 런칭했다. 이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양모과 같은 천연 섬유와
비교했을 경우, 유사 또는 더 잘 분해되도록 하여, 산업적 생분해 과정을 가속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
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올해 6월에 동시 개최된 독일 산업용(Techtextil) 및 가정용(Heimtextil) 섬유 전
시회에

참가한

섬유

유통기업

Fiberpartner(본사

소재지:

덴마크)는

바이오

폴리에스테르

섬유인

PrimaLoft® Bio™ 섬유를 선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2년 이내에 거의 완전한 생
분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PrimaLoft® Bio™ 바이오 섬유의 매립 시뮬레이션>

[자료: Techtextil 공식 홈페이지, Fiberpartner 및 Primal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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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수입 규모
HS Code 550320 품목에 대한 독일의 수입 규모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약
2억 8,9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하였다.
<독일의 수입 규모 (HS Code: 55032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수입규모

증가율

수입규모

증가율

수입규모

증가율

275

-12.8

225

-18

289

28.1

수입규모 및 증가율
[자료: GTA]
독일의 주요 수입국 및 대 한국 수입 동향
최근 3개년 HS Code 550320의 품목을 기준으로 한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약간의 순위 변동을 보일 뿐
(2020년 이후 튀르키예가 10위권 신규 진입, 체코는 같은 시점부터 10위권에서 탈락)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아일랜드가 점유율 19%로 1위이며, 한국은 2위를(18%) 기
록했다. 이외에도 3위인 루마니아(8.6%)를 비롯해 튀르키예(7.2%), 네덜란드(6.4%) 등이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수입 상위 3개 국가(아일랜드, 한국, 루마니아)들은 전체 수입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
며, 최근 3년간 수입 시장 내 1~3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반면 2019~2020년 주요 수입국 4위를 차
지했던 중국은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34.8%의 감소세를 보이며 10위로 밀려났다.
(한국) 2021년 기준 해당 상품코드에 대한 독일의 대 한국 수입 규모는 약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7% 성장세를 보였다. 수년 간 독일의 주요 수입국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2위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독일 시장에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코로나19의 여파와
물류 이슈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주요 수입국 현황 (HS Code: 55032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순위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0

전 세계

275

전 세계

225

전 세계

289

100

28.1

1

한국

49

아일랜드

44

아일랜드

55

19

24.4

2

아일랜드

42

한국

37

한국

52

18

39.7

3

루마니아

24

루마니아

20

루마니아

25

8.6

21.5

4

중국

22

중국

15

튀르키예

21

7.2

62.7

5

벨기에

20

벨기에

13

네덜란드

18

6.4

45.6

6

네덜란드

18

튀르키예

13

벨기에

18

6.3

35.7

7

대만

17

네덜란드

13

이탈리아

18

6.1

41

8

체코

16

이탈리아

13

인도

14

4.8

26

9

이탈리아

14

대만

12

대만

14

4.8

18

10

인도

12

인도

11

중국

10

3.5

-34.8

[자료: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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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동향
독일 폴리에스테르 섬유 산업의 경우, 독일 중견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보다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된 The FilamentFactory GmbH의 경우와 유사하게, 독일의 필라멘트 제조업체인 TWD Fibres
GmbH 또한 tide ocean SA(본사 소재지: 스위스)가 보유한 #tide ocean material®의 재료 자원 파트너
쉽을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DIOLEN®TIDE OCEAN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으로는 효성티앤씨㈜, 코오롱과 태광 등도 독일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기업에 속한다. 국
내 기업의 경우, 독일 시장에서 특히 중국 기업(예: FUJIAN CHANGLE LIFENG TEXTILE CO., LTD.,
Zhejiang Hailide New Material Co., Ltd. 등)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우 직접 판매 방식
보다는

주로

유통업체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일본의

TORAY

INDUSTRIES, INC., 말레이시아의 Reliance Industries Limited.도 독일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하
나이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및 원사 제조업체>
기업명

기업 홈페이지

본사 소재지

The FilamentFactory GmbH

thefilamentfactory.de

독일

ADVANSA Marketing GmbH

www.advansa.com

독일

Trevira GmbH

www.trevira.de

Märkische Faser GmbH

www.maerkische-faser.com

독일

TWD Fibres GmbH

www.twd-fibres.de

독일

효성티앤씨㈜

www.hyosung.co.kr

한국

TORAY INDUSTRIES, INC.

www.toray.com
[자료: 각 기업 공식 홈페이지]

독일
(모기업: 태국)

일본

유통구조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중간재로서, 일반적으로 B2B 직접 거래로 유통된다. 이외에도 중간유통단계를 통하여
최종 산업계 소비자로 납품이 이루어지며, OEM 방식으로도 진행되기도 한다.
<중간유통단계를 통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유통구조>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관세율
2011년 7월 한-EU FTA 발표 이후로 한국산의 경우 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을 통해 정
해진 절차를 거쳐 건당 6,000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섬유의 경우, 한-EU FTA의 별도 미소기준이 적용되므로, 독일을 포함하여 EU 시장 진
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당 미소기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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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상세설명자료 바로가기
인증
폴리에스테르 섬유(HS Code: 550320)의 경우, 독일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은 없으나 OEKO-TEX (공식명
칭: STANDARD 100 by OEKO-TEX®)와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은 임의 인증으로 통용
된다.
(OEKO-TEX 인증) OEKO-TEX 인증은 섬유 및 액세서리 제품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인증으
로, 제품의 일부분이 섬유 소재일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섬유 제품의 공정 단계마다 해당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인증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OEKO-TEX 인증 기관 중 하나이며, 한국 지사를 보유한
TESTEX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STEX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어 버전)
<STANDARD 100 by OEKO-TEX® 인증 마크>

[자료: TESTEX 공식 홈페이지]
(GRS 인증) GRS 인증은 섬유 원료 및 의류 생산에서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이다.
50% 이상의 리사이클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만 해당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GRS 인증의 경우, 컨트
롤유니온(Control Union)과 인터텍(Intertek) 한국 지사에서 인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ontrol Union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어 버전)
☞Intertek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어 버전)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 마크>

[자료: Control Union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독일어)

Techtextil

전시회명(한국어)

산업용 섬유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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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의류용, 가정용, 의료용, 포장용, 스포츠용, 산업용 등
각종 섬유

개최 장소 및 개최 주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격년

개최 기간(2022년)

2022년 6월 21일~6월 24일

개최 기간(2024년 예정)

2024년 4월 23일~4월 26일 (예정)

공식 홈페이지

techtextil.messefrankfurt.com
[자료: Techtextil 공식 홈페이지]

관계자 인터뷰
KOTRA가 진행한 바이어 Mr. W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독일 바이어 Mr. W는 독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서 OEKO-TEX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사이클 100%, 친환경 전기(Ökostrom) 100%와 같은 폴리에
스테르의 친환경적인 요소와 안전한 공급 확실성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에서 친환경 트렌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독일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앞서 언급된 친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공급 이슈에 대한 사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독일 바이어 Mr. M은 KOTRA와의 인터뷰에서, 특
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불거진 공급 이슈로 인하여, 현재 신속하게 운송을 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호
하는 추세임을 밝혔다. 이미 독일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도, 현재 고비용의 운송비로 인하여 바이
어와 한국 제조업체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물류 문제에
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거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한 다른 국내 기업의 사례를 볼 때, 추후 독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좌절하지 말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분야에서도 친환경적인 부분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공급 방안과 더
불어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진입 전략을 수립한다면, 독일 시장 진입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GTA, Statista, Statistisches Bundesamt(독일 연방통계청), 스위스 연방환경청(Bundesamt für
Umwelt), 관계자 인터뷰, Industrievereinigung Chemiefaser e. V.(독일 화학섬유협회), textilie.com,
dicota.com, ciclotextiles.com, Primaloft, Fiberpartner, 각 기업 공식 홈페이지, Techtextil 공식 홈페
이지, TESTEX 공식 홈페이지, (구)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Control Union 공식 홈페이지, Intertek
공식 홈페이지 및 KOTRA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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