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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0227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의 제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내
‘5.3.2 유지시스템 성능 강도 시험법’을 EU, 미국 등 해외기준과 부합화
2. 개정 주요내용
ㅇ ‘5.3.2 유지시스템 성능 강도 시험법’ 중 후크 서포트 방식(5.3.2.1)을 삭제하여, 헤드폼 서포트방식
(5.3.2.2)으로 단일화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kyungdh@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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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22 - 192호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
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
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 내용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제2조)
○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제3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제7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제7조의2)
○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제10조)
○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제15조)
○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제15조, 제16조)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안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단체표준안의 등록 신청을 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안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합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2019.12.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규정을 따른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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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혁신제품 상용화를 촉진한다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응용 제품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개발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8일 삼
성전자, 엘지(LG)전자, 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 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응용제품은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필요로 한다. 기존 제품은 전기, 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고 제품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 응용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
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품출시 단계
에서의 확인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
획이다. 우선, 제품 사용 중 데이터 손상, 해킹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능, 알고리즘 유효
성 등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안전성 평가요소를 마련한다. 아울러, 제품 결함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공급자의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안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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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4. 휴대용 목선풍기, 손선풍기의 전자파문제 조사(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 설명드립니다.
□ 기자회견 내용(환경보건시민센터, ’22.7.26)
ㅇ 휴대용 손 선풍기와 목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고압송전선, 헤어드라이어 보다 높은 전자파가
검출
ㅇ 목선풍기는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필요
□ 보도 참고 내용
ㅇ 과기정통부는 ‘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시중에 유통되는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작동모드(1~3단), 거리별(밀착‧5‧10㎝ 등)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18.9.14일,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모두 만
족” 보도자료 참조)
- 또한, ’21년에는 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민원 문의 등에 대응하여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 10개 제품에 대한 작동모드(1~3단), 거리별(밀착‧5‧10㎝ 등) 전자파를 측
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
ㅇ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생활제품 전자파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공동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책임자

팀

장

구교영 (061-338-4560)

담당자

주무관

임병철 (061-338-4562)

출처(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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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관련 검증 본격 착수
- 검증 후 8.1일 결과 공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화) 다수 언론이 보도한 휴대용 선풍기의 전
자파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7.26 일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
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18, ’21 년) 실험 결과(인체보호기준 충
족)와 함께 동일 제품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 우선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은 7.27일(수)까지 동일한 모델(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확보한 후, 7.29일
(금)까지 해당 제품들의 전자파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측정은 국제 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21-22 호)과 방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 및 세부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8.1 일(월) 발표를 추진한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
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음
< 국제표준 측정조건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정방법 비교 >
구분
주파수별 측정

국제표준(IEC) 측정조건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정방법(추정)

・주파수별 측정 및 총 노출지수 평가

・주파수 구분 측정 불가능

측정기기 안테나

・3개의 안테나가 동심 코일로 구성
・3축 등방성 오차 2.5dB 이내

・3개의 안테나가 동심 코일이 아님
・확인 안됨

안테나 크기 규격

・100 cm2 ± 5 cm2

・직경 약 1cm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총노출지수로 평가
결과 표시

・단일 수치

・안테나 단독 구성
(주변은 저손실 유전체로 측정결과에 영향이
없음)

・안테나가 PCB 기판 위에 장착
(주변 금속 부품으로 인해 측정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평가결과 표시

기타

□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상이한 측정결과로 인해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하고,
ㅇ “향후에도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www.rra.go.kr/emf)’ 누리집, 한국전파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
전정보(emf.kca.kr)’ 누리집 등을 통해 이번 측정 결과를 포함한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
게 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책임자

팀

장

구교영 (061-338-4560)

담당자

주무관

임병철 (061-338-4562)

출처(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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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6. 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
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
예고합니다.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ㅇ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화학적 재생원료: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
물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로부터 다시 중합하여 재생한 원료
-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9조의2(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신설(2022.6.10. 개정,
2022.12.11. 시행)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
해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정보)
□ 주요 내용은 ①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②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입니다.
①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
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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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
도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과자 등 일부 식품(182개 유형)의 9개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
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제품에 표시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9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7.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7월 22일,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하
였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의 수행과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을 추가하고,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21.11, 제15차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결과)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
균제 등 6개 용도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나.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 마련
2)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단일값→범위)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용량을 범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량·용량만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 신고범위 내에서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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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 단위 제품의 표시 방법 개선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자율 적용 근거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
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라. 기타 사항 등
ㅇ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7-0000587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8. 미국 버몬트주, 어린이용 제품 내 과불화화합물 함유 공개 및 보고의무 시행
미국 버몬트주 보건부는 주의 아동 제품 규정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용 제품 내 보고 대상 고우려 유해
화학 물질 목록(CHC*)에 3종의 과불화화합물(PFAS**)를 추가 등재하여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규제에 따라 어린이용 및 청소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아래의 과불화화합물이
제품에서 0.001ppm 이상 검출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Perfluorononanoic acid (PFNA)
○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 Perfluoroheptanoic acid (PFHpA).
해당 목록에는 이미 2종의 PFAS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염(salt)은
등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Perfluorooctanoic acid
**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보고 기한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 제공된 제품에 한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판매를 위해
계속 제공될 제품의 경우 다음 보고 기한인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ealthvermont.gov/sites/default/files/documents/pdf/ENV_CDP-guidance-for-manufactur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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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althvermont.gov/sites/default/files/documents/pdf/Env_CDP_PQL.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9. 캐나다, 소비자 제품에 대한 표면 코팅 규정 수정
지난 6월 22일, 캐나다 정부는 이전 프레임워크와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면 코팅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안과 거의 동일한 이 규정은 가구, 유아용 놀이울, 유아용 침대, 유아용 문 및 장난감과
같은 소비재에 적용된 표면 코팅 재료 규정 및 기타 네 가지를 수정합니다.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CCPSA*)에 따른 기존 요구 사항은 표면 코팅 재료의 납 및 수은을 제한하고
안티몬, 비소, 카드뮴, 셀레늄 및 바륨과 같은 기타 유해 요소에 대한 제품별 제한을 적용합니다.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전기로 적용된 분말 코팅과 같이 도포 시 '건조'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도록 '표면 코팅 재료'의 정의
확장
○ 스티커 또는 필름과 같이 제조 중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장식 품목에 대한 요구사항 확장
○ 코팅에 대한 90mg/kg 총 납 한도를 어린이용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로 범위 확대
○ 납, 수은 및 기타 유해 요소 제한은 접근 가능한 부품에만 적용됨을 명확화
○ 테스트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CCPSA 규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보장
새로운 요구 사항은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13023/canada-amends-surface-coating-regulations-for-consumer-products
https://gazette.gc.ca/rp-pr/p2/2022/2022-06-22/html/sor-dors122-eng.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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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영국 스포츠신발 시장동향
- 영국 소비자, 온라인을 통한 신발 구매 추세 확대
- 신발 재질 표기 등 라벨링 유의
상품명 및 HS코드
HS Code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HS Code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시장규모 및 동향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영국 신발 시장 매출액은 2021년 기준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증가한
89억 파운드였다. 해당 시장의 성장률은 향후 5년간 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용 신발
은 2021년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매출액이 39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신발용품 매출액 현황 2007-2026>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유로모니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실시로 실내에서 트레이너를 착용하여 홈 트레이닝을 즐기고, 유일한 레크레
이션인 야외활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구매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1년
Nike, Puma와 같은 주요 스포츠웨어 및 아웃도어웨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Timberl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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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Face 브랜드는 세계 최대의 야외 활동 및 작업복을 판매하는 VF Corp매장내 입점으로 매출량이
증가했다. 또한 슬리퍼 제품판매율이 증가하였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집안에서 편하게 신
을 수 있는 제품 판매가 강세를 보였다. Crocs, Birkenstock, Havaianas등의 캐주얼 슈즈의 판매율은
2020~2021년 모두 증가율을 보였다.
스포츠 신발(트레이너)은 지속적인 판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의 봉쇄조치가 풀리며 2021년3월부
터 스포츠 클럽 및 캠프 재개로 트레이너 판매율이 증가하였다. 미국의 다국적 신발 회사인 Skechers는
2020년보다 2021년 매출이 50%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장이 아닌 스마트 캐주얼의 인기가 높아
지면서 트레이너의 판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의 운동화 및 스포츠장비 제조업체인
Nike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출시하며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국 프로 테니스 선수인 Serena Williams와의 스포츠웨어 컬렉션과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인 Bille Eillish
와 Vegan Air Jordan 디자인팀 협업으로 동물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100% 비건제품을 출시하며 브랜
드 이미지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영국 내 수입동향 분석
* HS Code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HS Code 6404.20 신발류
ㅇ 최근 3년간 수입동향
2022년도 영국의 스포츠용 신발류(HS 6404.11)수입액은 2억 5,652만달러였으며, 최대 수입국은 베트남
(46.34%), 인도네시아(25.47%), 중국(20.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의 수입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2022년 기준 23위(0.02%)를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수입동향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 체조화·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HS 640411)>
(단위: US달러, %)
순위

국가

2020년(점유율)

2021년(점유율)

2022년(점유율)

1

베트남

60,272,141(22.55)

65,555,460(28.61)

118,863,686(46.34)

2

인도네시아

31,861,636(11.92)

31,247,570(13.64)

65,348,122(25.47)

3

중국

26,496,794(9.91)

19,741,377(8.61)

52,795,145(20.58)

4

캄보디아

1,134,408(0.42)

737,831(0.32)

6,511,986(2.54)

5

네덜란드

49,696,975(18.59)

34,835,871(15.20)

2,188,734(0.85)

6

인도

11,673(0.04)

306,423(0.13)

2,026,039(0.79)

7

독일

30,564,610(11.43)

37,163,516(16.22)

1,824,352(0.71)

8

프랑스

9,579,535(3.58)

11,887,564(5.19)

1,442,672(0.56)

9

이탈리아

5,433,760(2.03)

6,091,007(2.66)

1,318,161(0.51)

10

아일랜드

416,001(0.16)

1,390,484(0.61)

1,061,900(0.41)

267,292,397(100.00)

229,155,042(100.00)

256,523,714(100.00)

전체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2년도 기준]
2022년도 영국의 신발류(HS 6404.20)수입액은 2,100만 달러였으며,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72.81%), 중
국(7.80%), 스페인(4.08%)순으로 이탈리아에서 대부분의 신발을 수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34위(0.01%)를 차지하였다.
- 13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8 2022. 07. 25 ~ 2022. 07. 31

<최근 3년간 수입동향 신발류 (HS 6404.20)>
(단위: US달러, %)
순위

국가

2020년(점유율)

2021년(점유율)

2022년(점유율)

1

이탈리아

7,629,367(48.21)

6,013,627(54.83)

15,292,027(72.81)

2

중국

866,759(5.48)

562,090(5.13)

1,638,688(7.80)

3

스페인

110,112(0.70)

143,543(1.31)

855,925(4.08)

4

태국

669,024(4.23)

308,075(2.81)

541,190(2.58)

5

인도

223,739(1.41)

629,071(5.74)

520,872(2.48)

6

프랑스

1,958,885(12.38)

921,419(8.40)

335,252(1.60)

7

브라질

201,295(1.27)

325,768(2.97)

297,473(1.42)

8

포루투갈

17,988(0.11)

3,753(0.03)

270,488(1.29)

9

튀니지

-

-

263,141(1.25)

10

캄보디아

297,401(1.88)

139,817(1.27)

216,707(1.03)

15,824,674(100.00)

10,967,369(100.00)

21,001,752(100.00)

전체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2년도 기준]
ㅇ 최근 3년간 대 한국 수입 규모 및 동향
<대 한국 수입 규모 및 동향>
순위

HS Code 및 품목명

2020년(점유율)

2021년(점유율)

2022년(점유율)

스포츠용신발류, 테니스화, 농구화, 체조
23

화,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1,472(0.00)

56,676(0.02)

154,904(0.98)

-

2,845(0.01)

(HS 640411)
34

신발류(HS 640420)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순위는 2022년도 기준]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 기업
ㅇ 경쟁 동향
2021년 봉쇄조치가 풀리면서 상품 종류별 판매액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학교 재개로 아동용 신
발 판매가 증가하였고 결혼식, 직장, 클럽 등 외출을 하면서 신발 브랜드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상품 종류별 판매액>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용

1,509.3

1,635.8

1,697.9

1,421.3

1,640.6

남성용

3,171.0

3,343.2

3,420.1

2,819.9

3,393.7

여성용

3,883.7

3,996.2

4,086.9

3,197.7

3,869.2

전체

8,564.0
8,975.2
9,205.0
7,438.9
8,903.6
[자료: 유로모니터 Footwear in the United Kingdom보고서]

ㅇ 주요 경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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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국 신발 시장의 주요 소매(Retail)기업은 상위 3개 기업인 Nike(UK)Ltd,

Adidas(UK)Ltd,

Clarks

Footwear Ltd 가 36%이상을 차지했다.
Nike(UK)Ltd는 1985년에 설립되어 스포츠 용품, 스포츠 장비, 자전거, 부품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운동화 및 스포츠 장비의 주요 제조업체이다. 전세계의 많은 유명 운동선수와 스포츠 팀을 후원하고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 중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이다.
Adidas(UK)Ltd 다양한 신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악세사리를 제조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스포츠웨
어 제조업체이며 Nike다음으로 세계 2위의 제조업체이다. 럭비, 필드 하키 장비를 제공하고 수많은 선수를 후원
하고 있다.
Clarks Footwear Ltd는 1825년에 설립된 C&J Clark사는 clarks 브랜드를 통해 가죽신발을 판매하고 있으
며, 아동용, 여성용, 남성용 신발뿐만 아닌 가방과 같은 잡화도 판매하고 있다. 영국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국가에 판매를 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다.
<영국 신발류 기업별 점유율>
(단위: %)

[자료: 유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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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신발 및 트레이너는 Adidas

로 선정되었다. 765만명이 Adidas의 신발을 구입했고, Nike(555만명), 기타 브랜드(332만명)순으로 조사되었
다.
<스포츠신발 및 트레이너 브랜드별 소비자 수, 2020년>
(단위: 천명)

[자료: Statista]
유통구조, 관세율 및 수입규제·인증
인터넷을 통한 소비행태 증가와 함께 무점포 판매율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비전문 브랜드를 통한 구매율이 점
점 높아질 것 이라고 전망한다.
<유통구조(판매액 기준)>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68.7

66.6

64.8

50.5

46.8

-식료품점

5.1

5.0

5.0

5.3

4.4

-식료품점 외 신발 판매 전문점

53.1

51.5

49.7

37.5

35.2

-기타 소매점(예: 백화점)

10.4

10.1

10.1

7.7

7.2

31.3

33.4

35.2

49.5

53.2

점포 판매

무점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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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0.8

0.7

0.6

0.7

0.5

-온라인

30.4

32.7

34.6

48.8

52.7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자료: 유로모니터]
<관세율>
(단위: %)
HS Code및 품목명

일반관세율

대한 수입 관세율

스포츠용신발류, 테니스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HS 6404.110000)

16.00%

0%

신발류(HS 6404.201000)

16.00%

0%

[자료: 영국 정부 온라인 관세율 사이트]
ㅇ 수입 규제 및 인증
신발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경우 특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벨링에는 80%를 구성하는 재료에 대하여
명시해야 하며, 여러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신발구성의 2가지 주요 재료를 표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Footwear labelling - GOV.UK (www.gov.uk)
영국 내로 신발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CN코드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발 상품 코드>
명칭

CN코드

Wellington boots(weatherproof plastic or rubber boots)

6401

Plastic uppers with rubber/plastic soles

6402

Leather with plastic/rubber or leather soles

6403

Textile uppers with rubber/plastic soles

6404

Textile uppers with textile soles
Fur and Sheepskin boots
Leather uppers with textile soles

6405

Plastic uppers with textile soles
Textile uppers with textile soles
Gaiters
In-soles
Leggings, Leg warmers
Middle soles
Outer soles

6406

Quarters(footwear parts)
Spikes, studs etc
Stiffeners(footwear)
Vamps
Sports footwear

6402,6403,6404

Other footwear
[자료: UK Global Tariff]

6401,6404,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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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법령 및 규정
‘Consumer Right Act 2015’법은 크게 3가지를 통합한 법률로써, ‘Sales of Goods Act’,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Supply of Goods Services Act’를 통합한 소비자 권리 법률이
다. 해당 법률에는 상품의 품질, 환불관련 규정, 수리 또는 교환 규정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GDPR(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The Electronic Commerce(EC Directive)Regulations 2002’, ‘The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 2013’,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r(ICO) Cookie’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사점
2021년 신발의 브랜드 보다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인식 전환에 따라 비전문 브랜드 선호현상이 두드러져
나이키(Nike), 클락스(Clarks), 아디다스(Adidas)와 같은 신발 전문브랜드의 판매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유
로모니터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향후 영국의 신발 비전문 브랜드를 통한 구매율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기업은 혁신적인 디자인 및 가격을 무기로 현지시장 진출공략이 필요하다.
자료원: 유로모니터, GTA, UK Global Tariff, Statista 및 KOTRA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호주 의류 소매시장 동향
- 호주 의류 소매업, 여성복이 전체 시장 매출 48% 이상 차지
-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여파로 호주 패션업계 완만한 성장 전망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염색된 경(經)편직물 (HS Code: 600537)
경(經)편직물은 편직기로 제조된 직물로 의류 제품이 이에 포함된다.
시장동향
산업 조사 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호주의 의류 소매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7.5% 상승한 133억 달러(194억 호주달러) 가량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호주 정부
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매장을 방문해 의복, 신발과 같은 생필품 이외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
히 줄었으며, 이는 호주 의류 소매 시장에 큰 정체기를 가져왔다. 특히 2020년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절정
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년 대비 9% 가량 매출이 감소했으며 다수 중소규모의 매장들이 폐점하기에 이르렀
다.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여파는 잦아들었으나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가까운 시일
내 주목할만한 경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년의 가파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다수의 소매업은 완만한 수준이나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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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년 호주 의류 소매 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주: 2022년 부 통계는 전망치, 7월 21일 기준 AU$1=US$0.69로 환산한 수치
[자료: IBIS World]
호주 의류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단연 여성복다. IBIS World 자료에 따르면 호
주 전체 의류 소매 시장 매출에서 여성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조금 안되는 48.1%로 가장 높다. 이
어 남성복 24.6%, 액세서리 10.9%, 영유아 의류(2세 이하) 6.5%, 여아 아동복(3~14세) 5.2% 그리고 남아
아동복(3~14세) 4.7% 순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복은 남성복이나 유아, 아동복 대비 더욱 트렌드에 민감하고 시즌 변화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트렌드가 발생해 교체 주기가 잦은 것이 특징이며 온/오프라인 여부, 품
목, 소재, 브랜드, 디자인 등에 따라 가격대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한편 온라인 패션 부문의 빠른 성
장과 Zara, H&M 등 글로벌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체인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로 호주 백화점 및 의
류 소매업 매출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브랜드의 해외 직구가 가능해지며 가격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 남성복 시장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모, 패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의 의류 교체 주기가 잦아졌으며, 시장 수요 성장과
함께 남성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수 생겨났다. 또한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가 지속 높아
지며 구매력이 높은 4~50대 소비자이 늘고 있어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 대비 오프
라인 구매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온라인 구매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유아 및 아동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류를 교체해야 하
며 이에 따라 한 철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Kmart, Big W, Target 등 대형 할인 매장 브랜드의 구매가 높
은 편이다. 한편 아동복 중에서도 여아복의 점유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남아 또는 영유아 대비 여아 의류
부문의 품목이 다양하며 신발, 가방, 헤어 제품 등 다양한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와 구매가 높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영유아복의 시장 성장과 함께 점차 많은 성인 의류 브랜드 및 온라인 매장에서도 아동복 라
인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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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의류 및 영유아복, 홈 웨어 등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는 호주 의류 브랜드 Seed>

[자료: Seed]
최근 의류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 성장에 따른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광활한 국토
대비 낮은 인구 분포에 따른 높은 물류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 낮은 속도의 인터넷은 호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가파른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물류 시장 성장, 인터넷 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쇼핑 부분은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기준 호주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35.3%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9.2%의
성장을 보였다.
온라인 패션 부문의 성장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또한 소개되고 있다. 호주 기업 반디쿳(Bandicoot)
은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패션 제품에 사용된 직물과 자재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의 반디쿳 쉬머 뷰(Bandicoot Shimmer View)는 온라인 구매 촉진과 온라인 구매 제품의 반품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화면을 통해 확인되는 제품의 모습과 실물의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색상, 질감, 광택에 대한 상세 뷰(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반디쿳 쉬머 뷰를 통해 휴대전화를 기울이거
나 마우스를 움직여 재료의 광택과 질감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디쿳 슈머 뷰 사용 모습>

[자료: Bandic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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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아트라스(Style Atlas)는 패션 브랜드의 대량 생산에 따른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쿼드란트(Quadrant)와 콤파스(Compass) 두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쿼드란트
는 사분면 이라는 뜻으로 패션 브랜드의 온라인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최적화, 컬렉션 개발, 리소스 통합,
협업 구축 등 총 4개의 플랫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콤파스는 온라인 피팅 솔루션으로 의류 및 신발의
효과적 온라인 피팅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반품 절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작됐
다.
<스타일 아트라스의 콤파스 3D 피팅 기능>

[자료: Style Atlas]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호주의 염색된 편직물(HS Code 600537, Wra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ers, Other, Dyed) 수입규
모는 2021년 기준 1,40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동 품목 대 호주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2021년 596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시장의 42.4%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동 품목 대 호주 수출 4위 국가로 최근 2020년 대비 큰 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동 품목 호수 수출 상위 10개국 중 국가명이 명시되지 않은 미분류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
드, 이탈리아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수출 규모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외 6개 국가는 모두 감소했다. 큰
폭의 수출 성장을 보인 네덜란드는 2020년에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대폭 하락하였다가 2021년에 높은 회
복세를 보였다.
<최근 3년 호주의 편직물 제품(HS Code 600537) 수입 동향>
(단위: 천달러, %)
순위

국가명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중국
미분류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인도네시아

수입액
2019

2020

시장 점유율
2021

2019

2020

2021

12,284 13,504 14,044
100
4,790
5,981
5,961 39.0
2,568
1,304
1,266
1,696 10.6
2,176
2,277
1,265 17.7
370
51
882
3.0
390
847
557
3.2
86
286
308
0.7
55
302
192
0.5
502
390
136
4.1
368
410
131
3.0
[자료: Global Trade Atlas]

100
44.3
9.4
16.9
0.4
6.3
2.1
2.2
2.9
3.1

100
42.4
18.3
12.1
9.0
6.3
4.0
2.2
1.4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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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동향
글로벌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의 적극적인 현지 시장 진입으로 호주의 백화점 및 중소 규모의
패션 소매 업체들은 이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이 온라인 매장과
상점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ICONIC과 같은 현지 온라인 패션 전문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최대한
많은 고객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패션 전문 사이트 ICONIC>

[자료: ICONIC]
다양하고 세분화된 패션업계의 특성 상 호주에서 여성복, 남성복, 어린이 및 영유아 의류 모두를 취급하고
있는 소매 업체를 아래와 같이 파악해 보았으며 유사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를 위해 여성복(원피스)을 기준
으로 가격 동향을 살펴보았다.
<호주 내 패션 브랜드 및 업태 별 여성복 가격 비교>
브랜드

제품 사진

가격(호주달러)

업태

179.00

호주 소매 패션 브랜드

Country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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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149.00

호주 소매 패션 브랜드

ZARA

99.95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

69.99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Target

50.00

대형 할인 매장 (패션)

K-mart

20.00

대형 할인 매장 (패션)

[자료: 판매사 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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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의류 제품은 일반적으로 현지 수입 업체를 거쳐 도매 또는 소매상으로 유통되거나 브랜드 또는 소매 업체
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해 현지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편 호주의 온라인 의류 유통 및 도소매 시장의 성장으
로 온라인 소매 업체에 대한 직접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율
HS Code 600537의 호주 수입 관세율은 5% 이다. 한국과 호주의 FTA 체결로 대부분 관세가 폐지 되었으
나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 사이트 내 FTA 관세율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어 않다. 다만 한-호
FTA에 의거하여 HS Code 6005 및 이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모두 0%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호주로 수
출 전 HS Code 600537의 명확한 관세 정보를 전문 관세사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호주 정부 FTA 관세율 포털 내 한-호 FTA 적용 관세율(HS Code 6005 이하 품목)>
HS Code

상세 품목

관세율

6005

Warp knit fabrics (including those made on galloon knitting
machines), other than those of 6001 to 6004.

-

- Of cotton

-

6005210000

-- Unbleached or bleached

0.00%

6005220000

-- Dyed

0.00%

6005230000

--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0.00%

6005240000

-- Printed

0.00%

-

- Of synthetic fibres

6005310000

-- Unbleached or bleached

0.00%

6005320000

-- Dyed

0.00%

6005330000

--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0.00%

6005340000

-- Printed

0.00%

-

- Of artificial fibres

-

6005410000

-- Unbleached or bleached

0.00%

6005420000

-- Dyed

0.00%

6005430000

--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0.00%

6005440000

-- Printed

0.00%

6005900000

- Other

0.00%
[자료: Australia FTA Portal]

한편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es)
가 부과된다.
유의사항
호주에서 의류 및 섬유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호주 기준에 부합하는 라벨링 부착이 필요하
다. 해당 표준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1957:1998 섬유 - 관리 라벨링(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AS/NZS 1957:1998, Textiles-Care labelling)으로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
다. AS/NZS 1957:1998는 하기 품목에 대해서는 필수 취득이 요구되며, 이외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으로 취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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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관리 라벨링 표준 취득 필수 품목>
의류(Clothing), 가정용 섬유(Household textiles), 가구(Furnishings), 직물로 만든 조각품(Piece
goods made from textiles),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직물(Plastic coated fabrics), 스웨이드 가죽
(Suede skins), 가죽(Leathers), 모피(Furs)
[자료: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호주 경제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의류 소매
산업은 향후 5년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및 온라인 전
문 패션 업체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다수 진입하며 기존 중소규모 브랜드 및 백화점 등 상점
기반의 소매 업체들은 더욱 더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렌드의 변화로 패션 역시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해 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지
며 라운지웨어(Lounge wear), 액티브웨어(Activewear), 애슬레져(Athletic+Leisure), 웍슬레저(Work+
Athleisure) 등 다양한 활동복이 부상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 증가로 재생가능 의복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호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패션 업체 역시 사전에 현지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
근 호주에서 선호하는 품목, 색상, 소재, 디자인의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수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
며 올해를 기점을 다양한 패션 관련 전시회가 다시 개최되고 있는 바 기회가 된다면 전시회의 참여를 통해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IBIS World, Bandicoot, Style Atlas, Global Trade Atlas, ICONIC, Country Road, Seed, ZARA, H&M, Target, K-mart, Australia
FTA Portal,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ustralian Fashion Council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네덜란드 화학제품 시장 동향
- 네덜란드, 화학제품 매출 유럽 3위국
-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글로벌 화학 기업의 기지로 역할
상품명
본 글에서는 HS 코드 382499에 해당하는 기타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 따로 분류
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에 대해 다룬다.
시장동향
네덜란드는 2020년 기준 유럽 화학 물질 시장 매출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
성이 좋아 성숙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항구인 로테르담 항구를 중심으로
화학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전 세계 25개 주요 화학 회사 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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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사를 포함하여 2,000개 이상의 화학 회사가 있다.
<2020년 유럽 주요국의 화학 제품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10억 달러, %)

[자료: marketline.com]
2020년 네덜란드 화학 시장의 총 수익은 544억 달러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연간 평균 -1.8%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독일과 벨기에 시장은 같은 기간 연간 평균 각각 0.6%와 4.5%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각각 1697억 달러와 47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네덜란드 화학 시장 매출(2016-2020년)>

[자료: marketline.com]
이는 특히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7.2% 줄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활동 둔화로 인한 화학제품
에 대한 수요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 및 건설 산업과 관련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한편, 살균 기능이 있는 페인트, 표현 코팅제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용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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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화학물질 시장은 상품화학물질, 특수화학물질, 농업 및 기타 화학물질(약품 등의 제품 포함)로 구성된다. 이
중 에탄올,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질산 등을 통해 생산되는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와 같은 상품 화학 부
문은 2020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분야로 총 매출이 189억 달러로 시장 전체 매출의 34.7%에
해당한다. 같은 해 농업용 화학 물질 부문은 72억 달러로 시장 매출의 13.2%를 차지했다.
<2020년 화학 상품별 네덜란드 시장 매출액(10억 달러) 및 점유율(%)>

[자료: marketline.com]
수입동향 및 수입규모
네덜란드는 2021년 HS 코드 382499에 해당하는 화학 제품을 총 10억 6천만 달러 수입했다. 주요 수입은 독
일(2억9450만 달러), 미국(1억4600만 달러), 영국(1억3120만 달러)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0년 대비 47.9% 증가한 1010만 달러를 기록해 한국은 수입국 13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 네덜란드 화학 제품 수입(2019-2021년)>
(단위: 천 달러, %)
수입액
순위

수입국
전체

2019

2020

933,281

863,269

시장 점유율
2021

증감률

2019

2020

2021

2021/2020

1,061,939

100

100

100

23.0

1

독일

235,494

265,031

294,464

25.2

30.7

27.7

11.1

2

미국

144,575

131,098

146,027

15.4

15.1

13.7

11.3

3

영국

64,827

82,380

131,249

6.9

9.5

12.3

59.3

4

중국

106,417

57,064

114,724

11.

6.6

10.8

101.0

5

벨기에

74,381

77,578

98,459

7.9

8.9

9.2

26.9

6

프랑스

41,857

38,891

58,991

4.4

4.5

5.5

51.6

7

일본

36,918

26,739

35,945

3.9

3.1

3.3

34.4

8

이탈리아

24,133

19,489

28,891

2.5

2.2

2.7

48.2

9

리투아니아

377

2,406

13,336

0.04

0.2

1.2

454.3

10

인도

8,624

9,667

12,532

0.9

1.1

1.1

29.6

13

한국

5,753

6,859

10,147

0.6

0.7

0.9

47.9

[자료:ihsmarkit.com]
수입량을 살펴보면 총 374,271톤 가량이 수입되었고, 독일(140,044톤), 벨기에(36,759톤), 영국(36,530톤)이
주요 수입국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21년 기준 총 2,205톤으로 1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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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기준 네덜란드 화학 제품 수입(2019-2021년)>
(단위: 톤, %)
수입량
순위

수입국
전체

시장 점유율

증감률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21/2020

289,310

294,889

374,271

100

100

100

26.9

1

독일

87,732

102,248

140,044

30.3

34.6

37.4

36.9

2

벨기에

29,758

28,394

36,759

10.2

9.6

9.8

29.4

3

영국

17,922

21,328

36,530

6.1

7.2

9.7

71.2

21,218

26,657

34,055

7.3

9.0

9.1

27.7

4

터키

5

중국

16,672

18,942

27,936

5.7

6.4

7.4

47.4

6

미국

23,322

25,215

21,183

8.0

8.5

5.6

-15.9

7

프랑스

12,635

8,293

12,302

4.3

2.8

3.2

48.3

8

오스트리아

7,882

8,180

9,650

2.7

2.7

2.5

17.9

9

이탈리아

9,869

7,688

7,880

3.4

2.6

2.1

2.5

10

일본

8,879

5,282

7,662

3.0

1.7

2.0

45.0

16

한국

1,503

1,960
2,205
0.5
[자료:ihsmarkit.com]

0.6

0.5

12.5

단가 측면에서 세계 평균은 톤당 약 2837 USD이며 2020-2021년 기간 동안 3.1% 감소했다. 2021년 독일
제품의 수입 단가는 톤당 2103 달러, 미국 제품의 수입단가는 톤당 6894 달러, 영국은 톤당 3593 달러, 한
국은 톤당 4601 달러로 비교적 한국이 고가의 상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경쟁 동향
네덜란드 화학 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2018년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화학 시장 진출은 네덜란드 시장을 통합하여 경쟁자의 수를 줄이기도 했다.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불확
실성으로 2018년에는 네덜란드의 영국 수출이 4% 감소했다.
많은 기업들은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제품의 생산 및 성능 향상, 환경 영향 축소, 원자재 탐사 및 생산
경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물론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단가를 낮추는 규모를 이뤄야 하기에
대부분의 사업은 중대형 규모이며, 자연히 시장의 후발 주자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
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주요 화학 기업>
기업명

기업 상세
BASF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 회사로 2020년 591억 유로(674억 달러)

바스프

매출을 창출했다. 화학 생산업체는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6개의 주요 생산지와

(BASF)

355개의 추가 화학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BASF사는 화학 물질, 표면 기술,
영양 관리, 농업 솔루션 등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로얄 더치 쉘

Royal Dutch Shell plc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화학 제품 생산

(Royal

업체 중 하나이다. 기업은 화학 부문 매출에서전년 대비 13.6% 감소하여 2020년

Dutch Shell)
악조 노벨

11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AkzoNobel은 도료 및 코팅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화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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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Dulux, Sikkens, Interpon 분체도료 와
(AkzoNobel)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2020년 85억 유로(96억 달러)의 매
출을 보고했는데, 2019년 보다 8% 감소한 수치이다.

리온델바젤 산업
(LyondellBasell
Industries)

LyondellBasell Industries NV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화학 및 정제 회
사 중 하나이다. 2020년 277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는데, 전년 대비 20.1% 감소
했다. 세계 1위의 폴리프로필렌 화합물 생산업체이자 유럽 최대의 폴리에틸렌 및
산소 연료 생산업체이다.
[자료: marketline.com]

유통 구조
화학 물질은 특성상 물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운반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제품을 특수하게 포
장하여 네덜란드를 비롯한 인근 국가 전역의 고객에게 전달한다. 원예, 축산, 식품 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화학 유통업체는 대부분 화학 제품 거래자 협회인
VHCP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잘 알려진 화학 유통업체로는 AkzoNobel, Azelis, IMCD,
Barentz , Caldic , ECEM European Chemical Marketing, Keyser & Mackay, Will&Co, Same
Chemicals, Equilex , Vivochem , Breustedt 및 Krahn 이 있다.
관세율 및 인증
한-EU FTA로 해당 HS 코드 상품의 경우 수입 관세가 0%이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과 규제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조업
체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때로는 이
러한 규정의 준수를 위한 비용이 커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화학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의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설정하고 식별한 위험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또한,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에 명시된 표준화된 시
스템을 사용하여 유해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하여 작업자와 소비자가 취급하기 전에 그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망 및 시사점
네덜란드 화학물질 시장은 2025년까지 5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9.4%
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2020년 이후 시장의 성장은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의약품, 식품 첨가물 및 소독제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에는 지속 가능성, 디지
털화 및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가 시장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석 연
료에서 바이오매스로의 대변화,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화학 물질 생산 과정의 개선도 매출 성장을 위해 꼭 필
요한 과정으로 꼽히고 있다.
유럽 그린딜 합의에 따라 네덜란드 화학 업계는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노
력하고 있다. 대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소,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 연료를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
리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협력과 공급망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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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5년 네덜란드 화학물질 시장 매출 전망(10억 달러)>

[자료: marketline.com]
자료: marketline.com, emis.com, chemische-industrie.nl, Consultancy.nl, ihsmarkit.com, unsplash.com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 동향
-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환 확산, 청정한 공기에 대한 대중 관심 증가
- 중국 소비자의 환경 보호와 건강 의식 제고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 단순 청정기능에서 스마트 지능화 발전 추세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각종 공기 오염 물질(PM2.5, 먼지, 꽃가루, 냄새, 포름알데히드 등 인테리어 오염, 세
균, 알레르겐 등)을 흡착, 분해, 변환시켜 공기청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가전제품으로 연기 자동 감지, 먼지
여과,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이중 멸균, 음이온 방출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HS CODE

공기청정기 (空气净化器）

842139

시장 동향
해외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의 발전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나, 중국의 공기청정기 업계는 뒤늦
게 출발하여 2013년 이전까지 실제 사용하는 소비 규모는 적은 편이었다. 중국 공기청정기의 시장 성장 단
계는 스모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급성장세를
유지하다 2018년 이후 중국의 대기 품질이 점차 개선되면서 공기청정기 수요도 점차 하락되는 양상을 보였
다. 시장 규모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업체는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스마
트 제품을 출시하는 등 지능화 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중국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으로 중
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 트렌드도 고급화되면서 공기청정기 업계도 또다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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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청정기 시장 발전 과정>
단계
1

구분

내용

2013-2015년 : 경제성장 시기,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 이슈화로, 일반소비자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이슈화

패닉 구매 현상 발생, 공기청정기 시장 크게 성장
2016년 3월, 공기청정기 신규 국가 표준이 발표되면

2

2016-2017년 : 신규 국가 표준 출시, 업계

서 업계 규범화로 인해 기존 시장 성장 시기에 대거

브랜드 재편기

진입했던 중소형, 저가형 브랜드 대폭감소, 불합격
제품브랜드 시장 도태
2018년 6월, 중국 정부의 <푸른 하늘 보위전 3개년

3

2018년-2020년 : 수요 전환, 포름 알데히드
제거에 초점

행동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기품질 대폭 개선되고,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경제'의 종료가 이루어짐.
이에 시장 초점은 '포름 알데히드' 제거 목적으로 빠
르게 전환됨
미세먼지와 포름 알데히드 제거 수요가 다소 감소하

4

는 상황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제품은 삶의 질을 개

2021년~ 현재 : 시장 개편, 조정 단계

선하고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소비 품질 업그레이
드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

[자료: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의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급속히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
다. 2017년 총 판매규모 162억 위안, 725만 대를 판매했고, 판매액 기준 전년 대비 20%의 높은 증가율을 시
현했다. 이후 대기 품질 개선과 기존 에어컨 제품에 공기 정화기능을 보강하는 등으로 경쟁제품이 늘어나자
시장 판매율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은 총 66억 위안 판매, 383만 대를 기록해 판매액 기준 전
년 대비 5% 감소했고 평균 단가는 2017년의 2,017위안에서 1,721위안으로 15%정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
였다.
<2016-2021년 중국 공기청정기 판매 추이> (단위:만 대, 억 위안)

[자료: AVC]

- 31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08 2022. 07. 25 ~ 2022. 07. 31

산업 사슬과 유통구조
공기청정기 업종은 산업사슬이 비교적 길고, 연관 업종이 많은 편이다. 소형 가전제품으로서 공기청정기의
생산은 강재, 플라스틱 등의 원자재와 각종 전자부품, 전원선, 발열관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설계
방안과 프로세스에 따라 상기 원자재와 부품을 가공, 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경로를 통해 고객에
게 판매된다. 이로 인해, 공기청정기 업종의 상위 업종은 철강, 구리, 전자부품, 플라스틱 등 원부자재 공급
업체로 이러한 원부자재의 가격 변동에 민감한 편이다. 공기청정기 제품은 소비제품에 속하며 다운스트림
시장의 구성원은 판매 딜러와 최종 소비자이므로 각 지역, 혹은 소비층의 생활수준 차이와 소비 습관이 제품
의 최종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기청정기의 상위 원자재 공급 업계는 플라스틱·동·철강 등을 포함하며, 하위 시장은 주로 가정으로 특히
지난 몇년간 '새집 증후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인테리어 자재 내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는 우려가 확산되자, 이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층이 많았다. 최근에는 개인, 가정용 차량 보유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반 가정용이 아닌,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최종 소비시장의 수요에 따라 공기청정기는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어 함께 성장할 여지가 있다.
<중국 공기청정기 산업 사슬>

[자료 :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 국내 브랜드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는 주로 광둥·장쑤·저장·산둥 등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 중 광둥성은
중국 최대 가전제품 생산거점으로 그리(Gree), 메이디(Midea) 등 중국의 대표 브랜드 생산이 집중되있는 공기
청정기 생산의 중점지다. 상하이를 포함한 장삼각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시장 인접성(상하이 등 대
도시), 투자 자금력 등 우위점을 발휘하여 공기청정기 생산 업체들이 다수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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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 브랜드 공기청정기 관련 대표 업체 분포>

[자료 : 첸잔산업연구원]
중국에서 초기 공기청정기 제품은 대기오염 우려로 인한 미세먼지 제거,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유해물질
제거 등 가정용에 쓰이는 제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AVC의 2020년 <중국 공기청정기 용도 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소비하는 가장 큰 원인은 (1)포름 알데히드 제거(샘
플 총수의 40%)였고, PM2.5와 담배 냄새 제거가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의 산
업이 발전하고, 공기청정기가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차량용, 미니휴대용
등 연관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1일, 환경보호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발
표한 <승용차 내 공기 품질 평가 지침>은 차내 공기청정 제품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고, 이후 중국 내 차
량산업,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중
진기신국제컨설팅의 데이터 따르면 2020년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33억 2900만 위안으로 2016년
보다 1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2016-2020년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 첸잔산업연구원]
이와 동시에, 오피스, 가정내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주목을 받으
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테이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유망상품으로 대두하였다. 테이블용 공기청정기는 큰
공간이 필요한 공기청정기 제품보다 1대1 맞춤 정화가 가능해 개인별 체감도가 더 높은 편이여서 기존 개
인용 가전제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샤오미, 파나소닉 등 브랜드도 해당 시장에 적극 진입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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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인기 브랜드 상위 품목 (징동 플랫폼 2022년5월 기준)>
로고

브랜드

인기 모델 이미지

스위스

단가(RMB)

11,888

IQAir

일본

4,999

미쯔비시

프랑스

6,888

TEQYA

캐나다

10,900

aller air

독일

3,999

BOSCH

중국

668

쑈우미(小米)

중국

689

메이디(美的)

중국

1,799

하이얼(海尔)

중국

2,199

거리(格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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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99

야두(亚都)
[자료: 징동]

중국의 공기청정기 발전 방향을 보면, 각각 시기적 특징에 따라 여러 기능을 추가, 혹은 신규제품을 출시하
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새집 증후군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포름알데히드 제거 기능을 갖춘 제품이 등
장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소독 기능이 탑재된 공기청정기 제품이 크
게 성장했다. 또 기존 에어컨 제품에도 공기 청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업계 경쟁은 다양한 기능을 토대로 가
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공기청정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제품 기술 업그레이드 방향부터 홍보 전략까지 조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고급형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가형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소비 관념
도 기존의 추세에 따른 '공포 소비'에서 이성적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수입 동향
중국 공기청정기 수입액은 2016년 8억 5600만 달러 규모에서 2021년 15억 4900만 달러로 증가해, 5년사
이 8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 중 2019년은 전년 대비 44.4% 증가된 17억 7,5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
록했고,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6% 감소한 14억900만 달러, 2021년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15
억4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6~2021년 공기청정기(HS CODE: 842139) 수입액 추이> (단위: Million USD,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1년 기준, 중국의 공기청정기 수입 규모 상위 10개국을 보면, 한국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2억 6900
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수입액의 17.4%의 비중이다. 이어 독
일, 미국, 일본이 각 1억 9600만 달러, 1억 9200만 달러, 1억 7000만달러로 2,3,4위를 기록했고, 수입 규모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한다. 2019년 이전에는 일본과 독일이 수입 규모
상위 1위 2위를 기록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연속 3년간 한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 브랜
드로는 LG, 삼성, 코웨이, 쿠쿠, 위니아, 현대 등 브랜드가 디자인과 가성비 등 우위로하여 온라인 판매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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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청정기 국가별 수입 규모>(단위: Million USD,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6~2021년 중국 對 한국 수입액 추이
(단위: MUSD,%)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율 및 인증제도
2022년 공기청정기 (HS CODE:8421.39.10)의 아태무역협정 세율은 4.6%, MFN 세율 7% CIF, 한중 FTA
세율 9.7%, RCEP세율14.3%, 일반 세율은 100%이다. 공기청정기는 강제인증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검사
보고서만 취급하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검사 보고서는 cnas와 cma의 자질이 있는 제3측
실험실에 위탁하여 취급 가능하다.

아태 무역협정

MFN

한중 FTA

RCEP

일반 세율

4.6% CIF

7% CIF

9.7% CIF

14.3% CIF

100%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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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
과거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에는 다양한 중소 규모 브랜드가 혼재하고 업계의 표준 또한 미흡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업계 전체의 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20~2021년 기간
'GB36893-2018 (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 한정치 및 에너지효율 등급), QB/T5217-2018 (의료용 환경공기청
정기), QB/T5364-2019 (공기청정기 테스트용 테스트베드 기술 요구 및 평가방법), QB/T5365-2019 (공기
청정기용 필터), QB/T5880-20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신풍청정기) 등 각종 업계 표준을 제정,
발표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표준들은 업계를 규범화, 정규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제품의 품질을 대
폭적으로 향상시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와 같은 중국의 신규 표준 방향을
토대로 볼 때, 향후 중국의 '청정업종'은 제품의 성능의 품질을 중시함과 동시에 건강보호의 품질수준을 강
화하여 소비자의 건강, 품질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 중국 시장 전망
현재 중국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중국의 공기 청정기 시장은 미국, 일본 대비 뒤
늦게 시작했고, 또 소비력의 부족, 제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도 낮았으며, 국내 브랜드 부재
등 여러 요인으로 중국의 공기 청정기의 전반적인 보급률은 유럽과 미국, 일본 및 한국 지역보다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1980년 이후부터 이미 급속한 산업화 기간을 지나오면서 일
반 대중의 대기오염 등 공기청정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제품 소비를 이어온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공기
청정기가 실제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 늦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국가 지역 공기청정기 시장 침투율>

[자료: 화징산업연구원]

향후 시장 전망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의 1인당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의 건강과 삶
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품 소비 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도시~농촌 주민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은 꾸준한 성장 상태에 있으며, 소득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수용 능력이 점
차 강화되고, 공기청정기의 제품 가격도 중국의 일반 대중 소비자에 의해 더 많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의 건강 의식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실내공기 청정의 중요성과 꽃가루,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잠재적 병원성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공기청정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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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를 늘리고 제품의 급속한 대중화를 촉진할 긍정적인 요인이다.
제품의 지속적인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도 시장 성장의 긍정 요인 중 하나다. 사물기반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사용이 편리한 스마트 가전이 날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스마트화, 지능화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공기청정기는 물리적 오염 제거(냄새, PM2.5 등)가 주요 사용목적이였
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살균, 항바이러스 등 기능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생물성 오염원 정화기능에 대한 수
요도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 공기청정기의 보급은 경제발전 수준, 주민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기청정기 시장의 성장은 주로 중고 교체 수요 및 안정적인 시장 확장 수요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관
련 브랜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 에서 소비자의 '차별화'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업계의 선진적인 표준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 첸잔산업연구원, AVC,쯔얜컨설팅,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中国自由贸易区服务),화징산업연구
원,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4. 튀르키예 화장품 시장동향
- 튀르키예 화장품 시장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
- 한국 화장품 독자적 시장 형성으로 전문 유통업체 증가
HS Code 및 제품명
화장품의 HS Code는 330499이며 상품명은 '기타 화장품(헬스케어, 메이크업)'으로 구분된다.
시장 동향
튀르키예 무역부가 발간한 튀르키예 화장품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튀르키예의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화장품, 샴푸, 바디워시, 치약, 구강세정제, 제모제 등등 Beauty&Healthcare 전반 포함) 시장 규
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기초화장품 시장은 전
년 대비 17.5% 성장하여 시장규모 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색조화장품 시장은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튀르키예 색조화장품 시장 내에서 총 매출 1.6억 달러로 41%를 차지하며 판매
비중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립 메이크업 제품은 7천만 달러로 색조화장품 시장 내 27%를 차지했다. 튀르
키예 화장품 시장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SNS 및 인플루언서의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외출을 위해 화장을
하는 빈도는 줄어들었다. 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화장법과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집에서 따라하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사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전문
가들은 ‘셀피 이코노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스탄불 화학제품수출자협회(IKMIB)에 따르면, 뷰티샵에 가서 피부관리를 받던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샵에
서 관리가 어려워지자 셀프로 피부관리를 하는 홈케어 인구가 늘었다고 한다. 덕분에 뷰티샵에서나 사용하
는 조제 마스크와 관리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직접 만들어쓰는 화장품도 인기가 생겨 아로마 오일
과 히알루론산 등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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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Golden Rose, Flormar, Rosense 등의 자국 화장품 브랜드가 존재하며, 인접 국가에도 수출
및 단독샵 형태로 진출해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SEPHORA, SEVIL을 비롯한 다수의 프리미
엄 뷰티 편집샵에서는 La mer, Estee Lauder, Lancome 등의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도 판매되고 있다.
그 외 Watsons, Gratis, Rossmann 등의 H&B 스토어(Health and Beauty store)에서 중저가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다만, 자국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입브랜드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산 뷰티 제품의 인지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이 튀르키예에 처음 진출한 것은 2010년 초반으로 Skin79가 단독 온라인판매를 통해 BB크
림을 판매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THE FACE SHOP도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한국 드라마와
K-pop은 일부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서브컬처로 인식되었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
에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튀르키예 내 한국 문화가 더욱 널리
전파되고 K-Beauty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며 MISSHA가 단독으로 입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비슷한
시기에 홀리카홀리카, 싸이닉 등의 제품이 H&B 스토어인 WATSONS를 통해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WATSONS는 K-Beauty 코너를 별도로 마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제품 할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의 문화컨텐츠를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 튀르키예인
들도 K-beauty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SEPHORA TURKEY에서도 토니모리, Dr.Jart,
Too Cool For School 등의 한국산 화장품과 기타 한국산 뷰티용품 등을 수입하며 기존 인지도에 프리미
엄 이미지를 더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자, 온라인으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채널도 늘어났다. SNS
상의 판매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익숙한 10-20대의 MZ세대를 타겟으로 트러블케어에 초점을 맞
춘 기초화장품이 주로 판매됐다. 점차 주문량이 증가하고, 튀르키예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자 SNS계정으로만 판매를 하던 판매자들이 공식 온라인몰을 오픈하고 취급 제품의 범위도 늘렸
다. 대표적인 예로 KORENDY와 JUSTIN BEAUTY, VIONINE 등이 있다.
<현지 한국 화장품 전문판매 온라인몰>

[자료: JUSTIN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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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지 한국 화장품 수입업체
가 꼽는 이유로는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소비층의 변화다. 한국 화장품은 튀르키예에서 일반 화장품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편이다. 10년 전 한국 화장품이 튀르키예에 처음 진입할 때엔 학생이었던 주
요 소비층이 성장하며 현재는 대다수 직장인이 되었고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소수를 이
루었던 소비자들이 성장한 것만으로 현재의 인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두번째는 올바른 유통채널 선택과 홍보다. 기존의 한국 화장품은 소비자가 찾아와야 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소극적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잠재적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H&B스토어 입점을 선택하고 마케팅비용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한 결과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WATSONS 홈페이지에 있는 K-BEAUTY 전용 메뉴>

[자료: WAT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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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품의 효과와 성분이다. 지난해 연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서는 약 한 달간 현지 한국
화장품 유통업체와 오프라인으로 K-Beauty행사를 진행한 적 있다. 당시 방문객 중 무작위로 선정된 2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는데, 설문대상의 84%는 MZ세대였다.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
해 57.5%는 제품의 실사용 효과가 홍보 내용에 명시된 효과와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등의 특징이 재구매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한국화장품 홍보 자료 중 안전성 테스트와 Cruelty Free 홍보 문구>

[자료: ISNTREE TURKEY]
수입 동향
튀르키예의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수입 시장은 2021년 기준 1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상위 10개국
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국가들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 시장 내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나 로마니아 등의 경우 유럽의 화장품 및
위생용품 제조 공장이 입주해 있어 해당 국가에서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튀르키예 화장품 및 개
인위생용품 수입 시장 내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화장품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경
우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60% 가까이 수입액이 증가했다.
<튀르키예 3개년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전체

2019

2020

2021

점유율

’20/’21변동

1,261,362

1,160,537

1,261,591

100

44.2

1

프랑스

269,672

169,850

230,876

18.3

35.9

2

독일

169,091

189,040

176,339

14.0

-6.7

3

아일랜드

121,176

135,104

149,223

11.8

10.5

4

스위스

110,215

110,618

102,534

8.1

-7.3

5

이탈리아

71,980

53,307

65,136

5.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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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65,022

62,214

56,780

4.5

-8.7

스페인

59,853

43,917

55,603

4.4

26.6

8

미국

50,319

39,082

50,874

4.0

30.2

9

네덜란드

31,454

38,764

42,952

3.4

10.8

10

로마니아

59,832

60,335

41,447

3.3

-31.3

14

한국

15,399

16,836

27,216

2.2

61.6

7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경쟁 동향
튀르키예 전체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 가치에 따른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에 좌지우지되며 새로
운 제품이 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기업은 독일의 바
이어스도르프 사와 프랑스의 로레알 사, 미국의 존슨 앤 존슨 사다. 세 기업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
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NIVEA, Garnier, Clean&Clear, Neutrogena 등의 제품은 일반 슈퍼마켓이
나 동네 수퍼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국민 보습제, 세안제
등으로 통한다.
<튀르키예 내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시장 주요 기업>
(단위: %)
기업명

본사 소재지

브랜드

점유율

Beiersdorf Ag

독일

NIVEA, Eucerin, La prairie 등

23.1

L’Oreal Paris, Garnier, Maybelline New York,
L’Oreal S.A.

프랑스

NYX, Stylenanda, Lancome, Kiehl’s, Yves

21.6

Saint Laurent 등
Jhonson&Jhonso
n Services Inc

미국

Jhonson&Jhonson, Clean&Clear, Listerine,
Neutrogena 등

8.3

Evyap

튀르키예

Arkonem, Duru, Fax, Activex

4

기타

-

-

43

[자료: MarketLine]
유통 구조
튀르키예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33.6%는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 외에는 뷰티제품
전문 판매점(화장품 소매점 및 B&H스토어 등) 25.2%, 일반 소매점 17.4%, 약국 6.8%, 기타 17%에서 판
매된다.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경우 구매팀 접촉을 통해 직접 유통이 가능하지만, B&H스토어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구매팀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일부 제품은 자사의 지정 벤더를 통해 조달하기도
한다. 그 외에는 대부분 수입유통업체들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는 바이어의 유통망이 무척
중요하다.
관세 및 인증
튀르키예는 화장품 수입 시 HS Code 3304.99 기준 기본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소비세
(SCT)를 20% 부과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품목 등에 대해 튀르키
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화장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유럽 관세동맹 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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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FTA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외에는 추가관세가 25% 있으나, 한국은 2013년에 발효된 한-튀르키
예 FTA의 영향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HS Code 3304.99튀르키예 내 기본 수입 관세율>
(단위: %)
관세율

관세 구분

Code

기본 관세
특별

3304

소비세

.99

추가관세

GSP 국가

HS
EU국가

FTA체결국
(대한민국 등)

후발

특별

개발

인센티브

도상국

수혜국

싱가포르

개발

기타 국가

도상국

0

0

0

0

0

0

3

20

20

20

20

20

20

20

0

0

0

25

25

25

25

[자료: Tariff-tr]
튀르키예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청(TITCK, 튀르키예 보건부 산하기관이며 우리나라 식약처와 유사한 성
격의 업무 수행)에서 관리하는 UTS(제품 추적 시스템)라는 시스템이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역내 유통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튀르키예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서는 UTS 등록이 선결 조건이며, UTS 등록을 완료한 제품만 튀르키예 역내 유통이 가능하다. 등록을 위
해서는 튀르키예 내에 기업 설립이 선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입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등록 비용은
무료이며, 수입업체는 제조업체의 정보와 제품 관련 정보 등록 필요하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에는 등록 후 사흘 내에 허가가 나기도 하나 TITCK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튀르키예 보건부 화장품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
1. Certificate of CGMP : CGMP 인증
2. Ingredient list : 성분표(INCI 기준, 불가피한 경우 CTFA 기준 작성 가능)
3. Production process flow(briefly) : 제조공정도(간단하게)
4.1. MSDS of ingredients : 원료 MSDS
4.2. TDS of ingredients : 원료 TDS
4.3. CoA of ingredients : 원료 CoA
5. Product CoA : 제품 CoA
6. Product MSDS : 제품 MSDS
7. Stability studies : 안정성 시험
8. Period after opening(PaO) : 개봉 후 안정성 시험
9.1. CoA of packing : 용기 CoA
9.2. TDS of packing : 용기 TDS
9.3. MSDS of packing : 용기 MSDS
10. Artwork : 단상자 도안
11. (색조 화장품인 경우) Heavy metal test : 중금속검사서
12. Microbioligic analysis : 미생물분석
13. challenge test: 화장품 방부력 테스트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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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부분의 산업은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경우 후발주자 제품이 점유율을 차지하기 쉽지 않다. 그러
나 튀르키예의 화장품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한국 제품이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가며 독자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기능이나 효과를 지닌 제품으로의 진출이 필
요하다. 아직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한국 화장품의 보급률은 낮기 때문이다.
한편, UTS는 특정 업체의 독점 유통권 취득과 무관하다. 따라서 복수의 바이어가 동일한 제품을 튀르키예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튀르키예 정부가 역내 유통되는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회수 및 책임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튀르키예 역내로 수입
되는 제품A의 바코드는 모두 동일하며, 바코드가 동일하더라도 UTS에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제품(바코드): A1(000), A2(000), A3(000)....An(000)
이때, 제품 A를 유통하는 수입자 X, Y, Z는 모두 UTS상에 동일한 바코드 000을 등록하게 되며, 이는 튀르
키예 정부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제품n(바코드)
수입자 X - A1(000), A2(000), A3(000) 유통 가능
수입자 Y - A4(000), A5(000), A6(000) 유통 가능
수입자 Z - A7(000), A8(000), A9(000) 유통 가능
UTS는 한 번 등록하면 별도의 갱신이나 등록 만료 기간은 없다. 그러나 제품과 관련한 정보가 바뀌는 경
우에는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바꾸고 7일 이내에 TITCK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
입할 때 UTS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실제 수입 통관되는 제품 정보가 상이하여 통관이 안 된다. 업체들이
주로 간과하는 부분이 제품의 단상자 도안 또는 병의 디자인이 일부 바뀌었다거나, 주요 성분이 다른 성분
으로 대체 또는 비율 조정 등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두 수입 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 전 튀르키예 바이어에게 고지하여 UTS 등록 정
보를 변경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EMIS, 튀르키예 산업부, 튀르키예 통계청, AA, BBC NEWS TURKIYE, IHS Markit, ISNTREE
TURKEY, JUSTIN BEAUTY, KOKOMA, KORENDY, LIMONIAN, Tariff-tr, TITCK, VIONINE,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5. 미국 완구 시장동향
- 미국의 2021년 한국산 완구 수입액, 전년 대비 약 18% 증가
- 팬데믹이 촉발한 집콕 생활로 완구 및 게임 제품 수요 급증
상품명 및 HS Code
장난감(Toys)을 뜻하는 완구가 속하는 HS Code는 제9503호(9503.00)로, 여기에는 ‘삼륜 자전거·스쿠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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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 달린 완구, 인형 유모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 모형 및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 등과 그 모든 부속품(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dolls, other toys; reduced-scale models and similar recreational models;
puzzles of all kind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이 포함된다. HS Code 기준으로는 콘솔 비디오
게임, 카드 및 체스 등의 테이블 게임, 당구용품 등은 제9504호로 분류돼 제9503호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
장동향 분석은 게임을 포함한 전반적인 완구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Euromonitor의 미국 완구 및 게임 시장 보고서(Traditional Toys and Games
in the US, 2021년 8월 발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전통적 완구 및 게임 소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약 270억53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해당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 성장하며
2025년까지 약 352억829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6~2025년 미국 완구 및 게임 소매시장 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US$ 백만)

주: 2021년 이후의 수치는 예상치
[자료: Euromonitor Passport(Traditional Toys and Games in the US, 2021년 8월 발간))
Euromonitor에서는 미국 완구 및 게임 시장을 세부적으로 액션 피규어 및 액세서리(Action figures and
accessories),

예술

및

공예(Arts

and

Crafts),

영유아용(Baby

and

infant),

조립식

블록류

(Construction), 인형 및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게임 및 퍼즐(Games and puzzles), 모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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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Model vehicles), 봉제 완구(Plush), 과학 및 교육용 완구(Scientific/educational) 등의 15개의 소분
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형 및 액세서리 분야
로, 이는 전체 시장의 약 20%인 52억7270만 달러 규모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게임 및 퍼즐 분야(13%),
조립식 블록류 분야(11%), 야외 및 스포츠 분야(9%), 액션 피규어 및 액세서리 분야(7%), 예술 및 공예 분
야(7%) 등이 상위권 비중을 나타냈다.
<2020년 미국 완구 및 게임 시장의 세부 분야 및 비중>
(단위: US$ 백만, %)

[자료: Euromonitor Passport(Traditional Toys and Games in the US, 2021년 8월 발간)]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봉쇄 제재와 우려로 대부분의 학교와 탁아 기관들이 운영
을 중단하면서, 해당 시기 장난감이나 게임 등 완구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이 같은
‘집콕’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이나 모형 자동차 등에
소비를 늘렸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퍼즐류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났다. 한편, 가정 학습의 필요성도 덩달아 증가하며 과학 및 교육용 완구에 대한 관심도 부쩍 증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작년 미국의 완구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3.4% 증가한 약 181억1678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당 품목의 독
보적인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작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약 145억7843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체 시장의 대부분인 약 8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이외의 상위권 수입국들
로는 베트남과 멕시코가 꼽히며, 이 두 국가로부터의 작년 수입액은 각각 약 11억7481만 달러와 7억2583
만 달러로 집계됐다. 1위 수입국인 중국을 제외한 상위 4개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시장 내에서
약 14%를 차지한다. 10위권 내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홍콩
(102%), 영국(89.3%), 일본(60.9%)으로부터의 전년 대비 수입액 증가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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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국의 완구 수입동향(HS Code 9503.0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

연도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20

전체

14,548.88

13,583.66

18,116.78

100.0

100.0

100.0

33.4

1

중국

12,234.92

11,024.43

14,578.43

84.1

81.2

80.5

32.2

2

베트남

706.80

814.93

1,174.81

4.9

6.0

6.5

44.2

3

멕시코

503.55

521.80

725.83

3.5

3.8

4.0

39.1

4

인도네시아

263.73

286.47

409.44

1.8

2.1

2.3

42.9

5

대만

138.58

182.57

246.26

1.0

1.3

1.4

34.9

6

태국

105.05

107.78

128.40

0.7

0.8

0.7

19.1

7

영국

49.49

60.53

114.56

0.3

0.4

0.6

89.3

8

인도

57.39

66.27

97.04

0.4

0.5

0.5

46.4

9

일본

59.57

55.73

89.66

0.4

0.4

0.5

60.9

10

홍콩

42.16

35.00

70.69

0.3

0.3

0.4

102.0

20

한국

10.90

9.68

11.40

0.1

0.1

0.1

17.7

[자료: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2022.07.21.)]
한편, 작년 한국의 완구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1140만 달러로 전체 수입 시장에서의 비중은 거의 눈에 띄
지 않는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며 수입국 2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산 완구의 2021년 대미 수출은
2020년과 비교해 약 18% 증가했으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동향
Euromonitor에 따르면 미국의 전통적 완구 및 게임 소매시장은 상위 5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약 49%를 차지하며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다수의 브랜
드를 보유 중인 이 5개 기업에는 Hasbro Inc, Mattel Inc, LEGO Group, MGA Entertainment Inc,
Spin Master Ltd가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완구 기업 Hasbro와 Mattel이 독보적
인 두 경쟁기업이다. 브랜드로 살펴보면 LEGO Group이 소유한 LEGO, Mattel이 보유한 Fisher-Price 및
Barbie, MGA Entertainment 소유의 LOL Surprise!, Crayola LLC 소유의 Crayola가 전체 시장에서 약
22%를 차지하며 경쟁 구도에서 상위권을 구성 중이다. 이처럼 상위권 대부분이 완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우 친숙한 브랜드가 차지하는 가운데, 그중 LOL Surprise!와 Barbie 브랜드는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완구 시장 대표적인 브랜드 제품의 예>

주: 왼쪽부터 LEGO, Fisher-Price, Crayola
[자료: 각 사 웹사이트(https://www.lego.com/en-us, https://shop.mattel.com/pages/fisher-price, https://www.crayo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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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미국에서 완구 및 게임 제품의 절반 이상인 약 64%는 매장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
Euromonitor에 따르면 전체 완구 및 게임 유통 중 약 36%가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 등의 식료품 소매점
(Grocery Retailers)을 통해 이루어지며, 약 21%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혼합 소매
점(Mixed Retailers)을 통해 판매된다.
한편, 완구 및 게임 제품의 36%는 매장이 없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2년 전 온라인
유통 비중인 27%와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기업 아
마존(Amazon)의 전체 매출 중 약 20%가 완구 및 게임류라고 알려진 만큼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장난감 제
품 유통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완구 및 게임 유통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율 및 인증·수입규제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9503.00은 무관세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으로 완구를 수출할 경우, 완구를 포함해 미국에서 생산, 판매 및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를 소비자 안전
법안에 따라 관할하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CPSC는 특히 12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는 아동용품 및 유아용품의 안전성
규정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아동용품 중 하나인 완구의 미국 판매 이전에 이에 대한 준
비는 필수적이다. CPSC가 관할하는 ‘완구 안전을 위한 표준 소비자 안전 규정(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Toy Safety)’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완구 제품은 ASTM F963-17 규정을 충족
시켜야 하며, 해당 규정에서 지정한 특정 종류들은 제삼자 시험 기관에서의 테스팅이 요구되니 정확한 사
전 확인이 필요하다. CPSC의 완구 안전 표준 규정 및 ASTM F963-17 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연
방규정집 웹사이트(https://www.ecfr.gov/current/title-16/chapter-II/subchapter-B/part-1250/section-1250.2)
및 CPSC의 관련 웹사이트(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oy-Safety/ASTM-F-963-Chart)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OEHHA의 규정에 따라 경
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시사점
최근 미국 완구 시장에서도 업계 전체의 핵심 트렌드인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
한 양상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완구의 일종 ‘패션 인형(Fashion dolls)’을 대표하는 브랜드 ‘바비
(Barbie)’는 최근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다양성을 적용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며 크게 주목받
았다. 휠체어를 타거나 보청기를 낀 바비와 피부 백반증을 가진 켄(Ken)을 포함해 다양한 피부색, 인종, 헤
어스타일, 몸매, 직업 등을 적용한 인형 제품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구 시장의 큰 타깃 소비자층인
아이들과 주로 밀레니얼 세대인 그 부모 소비자들은 이전 세대의 소비자들과 비교해 이러한 지속가능성이
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에, 해당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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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추구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고정관념 탈피한 인형 브랜드 바비(Barbie)>

[자료: Barbie 웹사이트(https://shop.mattel.com/pages/barbie-diversity)]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수집하거나 소소한 재미로 즐기는 어른들, 즉 ‘키덜트족’ 역시 완구 시
장의 중요한 소비자층으로 급부상 중이다. 이에 이들을 공략하고자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례로 대표적인 블록 완구 브랜드 레고(LEGO)에서는 ‘레고 아이콘스(LEGO Icons)’라
는 제품 라인을 통해 어른들도 조립이나 소장용으로 즐길 만한 품질 높고 정교한 블록 시리즈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키덜트 인구로부터의 꾸준한 수요로 인해 ‘어른들을 위한 완
구’ 분야의 성장 전망 역시 매우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어른들을 위한 ‘레고 아이콘스(LEGO Icons)’ 제품 라인>

[자료: LEGO 웹사이트(https://www.lego.com/en-us/categories/adults-welcome)]
미국 완구 시장에 관심을 둔 관련 업계의 구성원들은 위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적시에
파악해 소비자 니즈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는 제품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타 업계들과 마
찬가지로 향후 완구 시장 역시 최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강현
실이나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으며 꾸준히 성장
하는 교육용 완구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자료: Euromonitor Passport,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LEGO, Mattel, Crayola,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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