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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1.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 향후 신기술 활용 소형가전, 계절 상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
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7.26 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
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
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
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되었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
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음
□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
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
동일 제품

추가 구매 제품

목선풍기(4대)

손선풍기(6대)

목선풍기(5대)

손선풍기(5대)

13.3~6.7%

37~9.3%

24.8~7.1%

34.8~2.2%

※ 세부 측정결과는 참고2
□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
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생체전자파학회(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회) 회장 역임(‘15~17)
** 60Hz 기준 2,000mG(‘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10년도에 완화 개정),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98년 기준 유지 중
□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
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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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조의 2 제 1 항), 시정명령(제 71 조의 2 제 5 항), 벌칙 부과(제 86 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공동>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참고1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연구관
팀 장
주무관

손창용 (061-338-4500)
김기회 (061-338-4510)
구교영 (061-338-4560)
임병철 (061-338-4562)

국제 기준․평가 방식과 시민단체 기준․평가 방식 비교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ㅇ (국제표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된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0~300GHz 까지 주파수별 인체영향에 따라 기준값도 달라짐
＊ ICNIRP(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
※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예시 : 30㎐(1,666mG), 60㎐(833mG), 200㎐(250mG), 800㎐(62.5mG)
ㅇ (시민단체)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ICNIRP 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음(WHO 는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
□ 국제표준과 시민단체 평가 방식
ㅇ (국제표준)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함
ㅇ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
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계측기 비교 >
구분
주파수별 측정
안테나 크기 규격
평가결과 표시

전파연구원 계측기
* 국제기구(IEC)* 측정조건

시민단체 계측기

・주파수별 측정 가능

・주파수 구분 측정 불가능

・100cm2 ± 5cm2

・약 3cm2 (직경 1cm)

・국제기준과 비교, 합산 표시

・단일 수치(기준과 비교 불가)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전자파 측정에 관한 국제표준을 규정하는 국제기구로, IEC 62233(가전기기 및 유
사기기의 전자파 측정방법)에서 측정 요구조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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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 시민단체 동일제품(밀착, 최대 속도 조건)
전파연구원 계측기 측정결과
구 분

손
선
풍
기

목
선
풍
기

주파수 대역

인체보호기준 대비[%]

제품 1

112Hz, 220Hz, 664Hz

26.7

제품 2

98Hz, 195Hz, 581Hz

12.9

제품 3

127Hz, 254Hz, 762Hz

9.3

제품 4

63Hz, 127Hz, 381Hz

37

제품 5

70Hz, 140Hz, 420Hz

30.8

제품 6

63Hz, 117Hz, 376Hz

19

제품 7

90Hz, 195Hz, 1,165Hz

13.3

제품 8

120Hz, 250Hz, 740Hz

6.7

제품 9

95Hz, 185Hz

9.98

제품 10

105Hz, 210Hz, 225Hz

8.23

□ 추가 구매제품(밀착, 최대 속도 조건)
전파연구원 계측기 측정결과
구 분

손
선
풍
기

목
선
풍
기

주파수 대역

인체보호기준 대비[%]

제품 1

59Hz, 249Hz, 1,245Hz

2.2

제품 2

107Hz, 220Hz, 327Hz

15.3

제품 3

63Hz, 127Hz, 386Hz

34.8

제품 4

59Hz, 112Hz, 337Hz

25.8

제품 5

88Hz, 176Hz, 537Hz

23.9

제품 6

78Hz, 161Hz, 488Hz

7.1

제품 7

93Hz, 190Hz, 566Hz

15.2

제품 8

93Hz, 186Hz, 537Hz

8.7

제품 9

63Hz, 127Hz, 391Hz

9.0

제품 10

117Hz, 171Hz

24.8

출처(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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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2. 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
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
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블록체인 기술 :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
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ㅇ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
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ㅇ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입니다.
□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
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ㅇ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
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

***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태국산 축산물 : 전체 식육 수입량 중 11위(‘21년, 3만5,000톤)로, 태국산 축산물 순위는 닭꼬치 등
양념육(1,961건/2만2,000톤) > 닭고기(501건/1만1,000톤) > 달걀(52건/1,000톤) 순
** 칠레산 식육 : 전체 식육 수입량 중 8위(‘21년, 3만톤)로, 칠레산 식육 순위는 돼지고기(1,807건/2
만8,000톤) > 소고기(117건/2,000톤) > 칠면조고기(38건/1,000톤) 순
*** 칠레산 수산물 : 전체 수산물 수입량 중 은 9위(‘21년, 1만4,000톤)로, 칠레산 수산물 순위는 오징
어(598건/1만1,000톤) > 연어(149건/2,000톤) > 홍합(36건/1톤)
- 참고로, 식약처는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위해 작년 8월‘식약처-칠레 농축산청 전자위
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양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추
진중이며 이번 8월 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합니다.
□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
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Unipass)에서 수입신고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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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자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전자 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 가능
* http://unipass.customs.go.kr

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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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마정애(043-719-2201)

<총괄>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철(043-719-2220)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종화(043-719-6171)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종환(043-719-6173)

<시스템 구축>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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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3. 홍콩, 제품의 에너지라벨링에 관한 실행지침 개정안 발표
홍콩 전기·기계서비스부(EMSD*)는 에너지라벨링 제품의 실행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2년 6월 15일부
터 8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에너지효율의 라벨링 의무 4단계 계획에 따라 LED램프, 가스
음식조리기, 가스온수히터 등이 대상 제품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이 제품들은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하
여 판매해야 합니다.
*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제품별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LED 램프
- 싱글 램프캡 형태의 직/간접 유형의 LED 램프
- 통합 유형
- 일반적 조명 목적으로 공공 전기를 유일한 전력으로 사용하는 최대 60W 제품
* LED 튜브, 단독 색조명 LED 램프, 오가닉 LED 램프는 적용 대상 제외
○ 가스음식조리기
- 불꽃에 직접 닿아 가열되는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제품
- 실내용 혹은 지정된 곳에 설치된 제품
- 가스안전법 51조에 따라 가스를 연소하는 제품으로 버너당 최대 가열 7kW을 초과하지 않으며, 테이블
에 올려놓는 제품 혹은 빌트인 유형
○ 가스온수히터
- 물 공급으로 가스 통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제품으로 물이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동안 가스를 연소하여 온
수를 만드는 제품
- 실내용 혹은 지정된 곳에 설치된 제품
- 가스안전법 51조에 의거, 가스를 연소하는 제품으로 최대 가열 70Kw 초과하지 않는 제품
* 저장식 가스온수기는 적용 대상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msd.gov.hk/energylabel/en/consultation.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4.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7월 29일,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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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
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나.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용료․
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
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마.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
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
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자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300?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edYdFmt=2022.+7.+29.&stYdFmt=2022.+1.+1.&btnType=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7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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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 2.~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 신설
※ 같은 기간 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6. 사우디 CCTV 시장동향
- 기존 국방보안용 목적에서 상업용, 주거용 목적으로 확장 추세
상품명 및 HS 코드
상품명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이며, HS코드는 8525.80이다.
시장규모 및 동향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업용 및 안전용 보안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60억 달러 규모
였으나, SAUDI VISION 2030 추진 및 국제 유가 안정화,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모니터링 및 감시, 출입 제한 시스템, 경계 보안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국토 안보가 전체 시장의 대다수인 42억
달러를 차지하며 안전 분야가 10억 달러,

CCTV 감시, 액세스 제어 등 상업 보안이 8.2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

로 추산된다.
CCTV의 경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기

준으로 HS코드 8525.80 품목으로 수입된 금액은 1.8억 달러에 달하며 해당 수입품을 현지 부가가치세와 통상
적으로 적용하는 마진을 반영하여 시장 규모를 추산했을 때 3.5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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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향 및 트렌드
HS 8525.80의 사우디로의 주요 수입은 3가지 세부 품목으로 세분화된다. 8525.8010, 8525.8020, 8525.8090
이며, 수입규모는 8090(기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8020, 801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HS Code 8507.8010의 2017-2019년 수입동향>
(단위 : US$ 천, %)
수입국

2017

2018

2019

2018-2019
증감률

점유율
(2019)

중국

16,212

17,325

10,620

-38.7

40.0

일본

3,580

2,209

3,111

40.8

11.7

한국

6,745

6,079

3,093

-49.1

11.6

미국

3,898

4,100

2,345

-42.8

8.8

대만

2,504

2,169

1,730

-20.3

6.5

말레이시아

-

296

1,285

334.9

4.8

태국

9,554

8,210

546

-93.4

2.1

스위스

-

-

432

-

1.6

호주

270

-

403

-

1.5

UAE

2,943

4,321

362

-91.6

1.4

총계

53,250

51,320

26,578

-48.2

100.0

[자료 : 사우디 경제기획부 통계]
<HS Code 8507.8020의 2017-2019년 수입동향>
(단위 : US$ 천, %)
수입국

2017

2018

2019

2018-2019
증감률

점유율
(2019)

중국

5,145

4,864

9,666

98.7

24.3

일본

4,598

3,905

8,054

106.3

20.2

대만

8,528

6,370

7,120

11.8

17.9

태국

1,243

1,097

4,833

340.7

12.1

미국

377

1,207

3,147

160.7

7.9

한국

290

-

1,280

-

3.2

체코

-

-

769

-

1.9

네덜란드

-

-

766

-

1.9

독일

-

-

711

-

1.8

폴란드

-

-

49

-

1.3

총계

21,110

19,764

39,824

101.5

100.0

[자료 : 사우디 경제기획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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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8507.8090의 2017-2019년 수입동향>
(단위 : US$ 천, %)
2018-2019

점유율

증감률

(2019)

62,555

68.6

53.4

30,909

15,469

-50.0

13.2

1,203

2,711

6,152

127.0

5.3

폴란드

476

1,596

4,702

194.6

4.0

한국

6,241

9,496

3,263

-65.4

2.8

독일

7,639

8,768

3,231

-63.2

2.8

대만

3,805

2,591

2,653

2.4

2.3

프랑스

24,003

417

2,597

522.2

2.2

UAE

-

1,030

2,500

142.7

2.1

남아공

7,013

962

1,927

96.1

1.6

총계

127,290

117,671

117,210

-0.4

100.0

수입국

2017

2018

2019

중국

24,363

37,104

미국

16,949

스웨덴

[자료 : 사우디 경제기획부 통계]
시장 내 경쟁동향 및 주요 브랜드
제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주요 브랜드가 상이하게 나뉘는데, 상업용 및 프로젝트용의 경우 HIK Vision의 가장 높
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 뒤를 BOSCH, HANHWA, PELCO, MOBOTIX 등이 잇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주거용
의 경우 1위는 동일하게 HIK VISION이 차지했고, 그 뒤를 MOBOTIX, HANHWA, UNIVIEW, ZK TECO 등이
잇고 있다.
유통구조
유통채널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대리인인 수입업자가 전국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프로젝트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유통업자와 계약을 통
하기도 하나 이는 규모가 작은 지역 혹은 특수 입찰 등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다른 품목과 마
찬가지로 사우디 내에서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CCTV 사용이 조금씩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관세율 및 인증
HS코드 852580기준 수입관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15%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도입한 SALEEM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SABER 플랫폼에 등록 및 온라인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SASO는 또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용
이 필요한 목록을 발표했는데, 윤활유, 배터리, 세제, 건축 자재 및 건설제품, 페인트, 리프트, 섬유, 자동차 예비
부품 등이 이에 속한다.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규제 제품(Regulated Products)이라고 명명되며, 모든 대
상 제품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필요하다.
CCTV는 SABER의 기술규정 적용 제품에 해당되어 규제 제품이며, 적합성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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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혹은 거
래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선화증권(Bill of Landing, Airway Bill)
- 운송회사 증명서(Steamship or Airline Company Certificate)
- 보험증권(Insurance Certificate, if goods are insured by the exporter)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자들은 또한 선적의 도착항 입항 최소 48시간 전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Fasah 시
스템 등록을 통해 완료하여야 한다.
시사점
CCTV는 과거에는 군사용, 국가보안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사우디 내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업용 및 주거용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구역단위의 산업지
구나 사무단지를 개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주거형태 역시 기존의 대형 저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바뀌
어 가면서 실제 생활 내 수요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사용이 주로 대도시를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점차 전파될 영향, 그리고 건설 중인 신도시에도 적용
될 것을 감안하면 사우디 내에서 설치수요 및 수리교체 등에 대한 After

Market 수요도 역시 함께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더불어 아직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장 큰 수요처가 방산분야임을 고려하면
사우디에서 관심이 높은 방산분야 전시회 혹은 행사에의 참여를 통해 그러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 Frost & Sullivan, 유로모니터, Saudi Gazette, Arab News 등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7. 폴란드 이차전지 양극재 시장동향
- 수입규모 급증, 2022년 상반기 한국산 점유율 76%
-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증가 정책으로 향후 수요 증가 전망
상품명 (HS code) 및 상품설명

HS CODE
2841.90
2841.90.85.10

상품 설명

상품 설명(영문)

-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 Salts Of Oxometallic Or Peroxometallic

- 최소한 59%의 코벨트가 함유된 리튬
코발트(III) 산화물

Acids
- Lithium cobalt(III) oxide (CAS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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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0-79-3) with a cobalt content of
at least 59%

- 분말 형태의 산화티타늄 칼륨은

- Potassium titanium oxide in powder

순도가 99% 이상인 것

form with a purity of 99% or more
(CAS RN 12056-51-8)

HS CODE 2841.90 품목은 리튬 코발트 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및 리튬 코발트 망간 산화물
(NCM: Lithium Cobalt Manganese Oxide) 등의 리튬화합물로서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양극활물질을 포함한다.
시장동향
리튬이온배터리(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에서 양극재는 전체 생산원가
에서 원료 가격에 따라 약 43~58% 차지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양극재는 금속염의 구성
성분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한다.
폴란드에는 유럽 내 단일 제조사로 최대규모의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 생산공장이
있어 동 품목 수요가 지속 창출되고 있으며, 유럽의 전기차배터리 생산에 대한 장려 정책으로 수요가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폴란드에는 LG 외에도 소형 e-Mobility용 이차전지, 전기버스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ESS)의 주요 제조사가 있다. 또한 Northvolt(스웨덴), Mercedes-Benz(독일)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생
산공장을 폴란드 내에 건설하고자 계획·추진 중이며 양극재 잠재수요가 높은 편이다.
전문리서지 회사 Barnes의 산업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 양극재 시장규모는 2021년에 약 28억7220만 즈워
티(7억1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 양극재 시장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약 4.2%의 성장이 예상되며, 2028년까지 약 38억 즈워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폴란드 양극재 시장규모와 전망>

주: *추정치, 예상치 및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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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rnes Reports, 2022 Global Cathode Materials Markets, ,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재분석]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남서부 공업도시 브로츠와프에 있으며, 2018년부터 생산 가동되기 시작해 2021
년 2월 기준 연간 22GWh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의 전기차배터리(이차전지) 생산 지원 정책에 따라 유럽연
합은 2022년 3월에 브로츠와프 LG 공장 확장을 위한 9500만 유로의 지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LG는
2025년까지 연간 70GWh 생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럽 내 기업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능력 현황과 전망>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수입 동향 및 대한국 수입 규모
폴란드의 리튬화합물 양극재의 수입액은 2021년에 약 3억8476만 달러이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수입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99.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리튬화합물 양극재 수입은 현재 한국
산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의 수입은 1억9295만 달러로 전체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규모 2위를 기록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852만 달러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3위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51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21%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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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폴란드 리튬화합물 양극재 수입 현황 >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규모

비율

전체

384,764

100

1

한국

192,950

50.15

2

일본

108,523

28.21

3

중국

80,518

20.93

4

독일

909

0.24

5

벨기에

893

0.23

6

이탈리아

667

0.17

7

카자흐스탄

144

0.04

8

프랑스

48

0.01

9

미국

33

0.01

10

덴마크

32

0.01

주: HS code 284190 기준
[자료: Connect, Global Trade Atlas 2022년 7월25일 자료]
경쟁동향
폴란드에서 리튬화합물 양극재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22년 1~5월
에 전체수입의 76%를 상회했다. 주요 수입국 2순위인 일본의 경우 2021년에 전체수입의 28.21%를 차지했
으나, 2022년 1~5월까지의 수입은 20.86%로 다소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3위인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2021년 전체 수입의 약 21%를 차지했으나, 2022년 1~5월 수입은 전체 수입의 2.71%에 그쳤다. 이는 중
국 수입비중의 축소는 중국 자체 내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폴란드 리튬화합물 양극재 수입 동향 2022년 1~5월>
(단위: 천 달러, %)
수입규모
순위

비율

국가
2021.1~12.

2022.1~5.

2021.1~12.

2022.1~5.

전체

384,764

742,626

100

100

1

한국

192,950

566,278

50.1

76.2

2

일본

108,523

154,945

28.2

20.8

3

중국

80,518

20,107

20.9

2.7

주: HS code 284190 기준
[자료: Connect, Global Trade Atlas 2022년 7월 25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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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재의 주요 생산업체로는 한국의 LG화학,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일본의
NICHIA, SUMITOMO Metal, Toda가 있고, 중국의 ShanShan, BYD 등이 있다. 그 외에 벨기에 업체
Umicore가 폴란드에도 투자진출하여 양극재 생산을 하고 있으며, 영국회사 Johnson Matthery 역시 폴란
드에 니켈소재 양극재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두업체는 폴란드에서 전기차배터리 재활용(Recycling) 사업에
도 관여하고 있다. 독일의 BASF는 폴란드에 판매법인을 두고 있다.
유통구조
리튬화합물 양극재의 경우, 수요처가 특정적이어서 유통구조가 매우 단순하며, 국내외 양극재 제조사에서
이차전지를 생산업체에 바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극재 유통구조>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분석]
관세율 및 인증
리튬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양극활물질(HS code 2841.90)의 제3국 대상 관세율은 5.5%이며, 한국은
FTA 적용으로 0%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 폴란드 부가가치세는 23%이다.
이 품목은 특정 화학제품으로, 유럽연합(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EU 법률에
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일반 절차
-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에 대한 특정 조항
상기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연간 1톤 이상의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ECHA에 등록을
해야한다.
☞ 관련 법률 및 정보출처 링크: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관한 EU 법률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기타 정보 출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에 관한 EU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에 대한 기타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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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폴란드에는 유럽의 주요 리튬이온전지 생산업체인 LG 공장이 있어 핵심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양극활물질
수요가 매우 크다. 2022년 상반기 한국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6%였으며, 유럽의 이차전지 개발전략
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양극재는 리튬이온을 만들며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소재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이어지는 유럽에서 향후에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안정성과 출력용
량 확대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trade.ec.europa.eu, En-former, Energy.gov, LG Chem (썸네일사진),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체조사 및 보유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미얀마 미용기기 시장동향
- 미용기기로 확대되는 미얀마의 뷰티 트렌드
- 복잡한 수입 절차는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남아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 미용기기
HS Code : 8543.70
시장규모 및 동향
미얀마인들은 오래전부터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한 전통 화장품 ‘따나
카(Thanakhar)’는 2천년 전 베익따노(Beikthano) 왕국의 왕비와 기원 후 5세기경 바고(Bago) 왕국의 공주
가 사용했다는 기록이 석판에 남아 있을 만큼 오래됐다. 우리나라의 창포 물과 비슷한 전통 천연샴푸 ‘타요
킨문(Tayaw Kinmun)’은 지금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이처럼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중시하는 미얀마의
전통문화 덕분에 2010년대 경제개방 이후 미용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품은 소비
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사용 빈도도 높은 품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장의 확대를 주도했
다. 우리나라의 ‘K-Beauty’ 제품들도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이렇게 급성장한 화장품 시장
에서 입지를 공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미용 트렌드가 화장품 소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뷰티 클리닉들도 인기를 끌
며 미용기기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사나 레이저 치료에 거부감이 있었던 미
얀마인들도 이제는 미용 목적의 시술에 큰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은 피부관리에서부터 보톡스 주사, 지방 제거 시술 및 레이저 제모 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뷰티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뷰티 클리닉도 수요에 맞춰 빠른 속도로 늘어나 현재 경제 수도인 양
곤(Yangon)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만 70개소가 넘는다. 이처럼 뷰티 클리닉의 수가 증가하고 제공하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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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시설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미용기기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미용기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마시지 기기나 보습기, 클렌징(Cleansing) 제품들은 미용전문 샵이나 클리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클리닉용 대형 장비와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가운데 조사기관들도 미얀마 미용
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다. 인근국 인도의 시장조사업체인
Allied Market Research는 2019년 2억 7,230만 달러 정도였던 미얀마의 피부관리 제품 시장이 2027년에
는 약 2배인 5억 160만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꾸준히 8.6%의 시장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 동향
미용기기는 품질과 기술이 중요한 제품이기에 아직 제조업의 수준이 높지 못한 미얀마에서의 생산은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미얀마의 미용기기 제조업체들도 자국에서의 직접 생산은 하지 못한 채 중국과 같이 제
조업이 발달한 인근 국가에 OEM 방식으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얀마의 미용기기 시장에
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늘어난 미용기기의 수요는 곧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물론 코로나19로 미얀마의 대외교역이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과 국가 비상사태라는 정치적 불안 속에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21년에는 통계상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Global Trade Atlas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정용 미용기
기(HS Code 8543.70)의 수입 규모는 약 6,896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2,453만 달러로 줄어들며
무려 64%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1,855만 달러까지 축소됐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도 이 기간
동안 약 75%가량이 줄어들었다.
<국가별 가정용 미용기기 수입 현황>
(단위 : 미 달러)
순위

주요 수입국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1/20)

68,963,779

24,531,158

18,553,056

-24.40

1

중국

53,197,643

9,687,104

8,306,418

-14.25

2

태국

7,103,962

8,090,085

6,565,389

-18.85

3

일본

660,943

262,882

1,337,908

408.94

4

싱가포르

3,455,141

1,152,578

504,207

-56.25

5

독일

160,840

490,497

95,646

-80.50

6

홍콩

221,397

81,794

82,676

1.08

7

말레이시아

90,287

448,873

63,073

-85.95

8

대한민국

208,055

233,675

60,168

-74.25

9

러시아

1,889,874

1,864,415

5,216

-99.72

10

대만

79,657

277,492

2,991

-98.92

[자료: Global Trade Atlas]
그러나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통계 수치로 나타나는 수입의 감소가 실제 해외제품들의 점유율 하락이나 시
장 자체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로부터 클리닉용 대형 미용기
기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는 한 바이어는 대부분의 미얀마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과 식약청(FDA)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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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식으로 통관을 하지 않고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근에는 해외제품 반입을 위해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입 라이선스
(Import License)의 발급이 더 어려워져 상당수 바이어들이 정식으로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수
입 의료기기를 현지에 유통하고 있는 다른 기업 관계자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제품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통계가 실제 수요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비췄
다. 특히 앞서 언급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 절차는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이후 강화됐으므
로 이 시기 해외제품의 비공식적인 반입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최근 통계상의 수입 감소는 경제
악화에 의한 실제 시장의 축소와 통관을 거치지 않은 불법 혹은 편법 반입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지 유통업계와 클리닉 운영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이 때문에 수입 라이선
스 발급과 식약청(FDA) 승인 과정을 피해서라도 해외제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경쟁동향
미얀마의 미용기기 시장은 크게 클리닉용 대형 기기 시장과 가정용 제품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클리닉용 미용기기 중에서는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되는 CO2 레이저 기기, IPL 레이저 기기, Hifu 리프팅 장
비 등의 수요가 높은데 대부분 중국산과 우리나라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진들은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곤에서 피부 관
리실을 운영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의료기기는 중국, 태국 등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압도적인 기
술력과 품질을 지녀 그만큼 치료 효과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현지업체들은 우리나라 미
용기기를

집중적으로

유통하는

데

주력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의

유력

공급업체인 ‘Global

Aesthetics’사는 우리나라 루트로닉(Lutronic)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해 유통 시키고 있으며, 다른 현지
기업 ‘Best Appearance Confidence’사도 AMI사의 의료기기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 주요 피부 관리실에서 제공되는 시술들>
피부 관리실
Dr Wai Skin and Aesthetic
Clinic
(https://www.facebook.com/dr
waiclinic/)

대표적 피부관리 서비스
IPL Treatment, Hifu, CO2
Laser Treatment, Long Part
Laser

Soul Skin Clinic
(https://www.facebook.com/so

Hifu, IPL, PRP, Meso glow

ulskinsolution/)
Imperial Clinic
(https://www.facebook.com/I
mperial-Clinic-2044412399168
817/)
My Skin Clinic
(https://www.facebook.com/M
ySkin.mm/)
Cherry-K Health & Beauty

Laser Treatment, RF Micro
Needling Treatment, Hair
Removal Laser

비용
- IPL(60,000짜트, 약 32.43달러)
- Hifu(전체 얼굴 600,000짜트,
약 324.32달러, 양쪽볼 450,000짜
트, 약 243.24달러)
- Hifu(전체 얼굴 700,000짜트,
약 378.37달러)

- Laser Hair Removal(45,000
짜트, 약 24.32달러)

- Acne Treatment(50,000짜트,
Acne Treatment, VIP Facial
Treatment

약 27.02달러)
- VIP Facial Treatment(70,000
짜트, 37.83달러)

Hifu Treatment(팔, 허벅지, 복부

- Hifu Treatment(470,000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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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4.05달러)

Center

부분) 및 Veno Cool

- Veno Cool Cryolipolysis Treat

(https://www.facebook.com/ch

Cryolipolysis Treatment

ment(200,000짜트, 약 108.10달러)

errykyangon/)

(저온지방감소 치료)

- Filler 1cc(230,000짜트, 약 124.32
달러)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조사]
가정용 의료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과 함께 태국,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기기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
다. 가정용 제품은 소형으로 국경을 통한 반입이 쉽기 때문에 중국과 태국 등 인근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의
료기기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며 피부 트러블
을 겪는 환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간편하게 피부 트러블을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스킨 스크러버(Skin Scrubber)’, ‘페이셜 스티머(Facial Steamer)’, ‘페이셜 클렌징 브러쉬
(Facial Cleaning Brush)’, ‘포어 클렌징 기기(Pore Cleaning Device)’ 등이 대표적인데, 모두 한국, 태국
및 중국의 제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용 미용기기의 판매 경쟁에는 현지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Beauty Shop by Ingyin’사는 자체 브랜
드인 ‘BSI’를 론칭해 스킨케어 제품과 페이셜 브러쉬(Facial Brush), 페이셜 스티머(Facial Steamer)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대도 현지화 5만 짜트(Kyat, 한화로 약 3만 3천원)에서부터 18만 짜트(Kyat, 한화로 약
12만원)까지로 다양하다. 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지 기업들은 미용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실하
기 때문에 실제 생산은 대부분 해외에 위탁하고 있다. Beauty Shop by Ingyin사도 모든 제품을 중국 공
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해 미얀마로 역수입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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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조사]
미용기기 관세율, 수입 규제 및 인증
가정용 미용기기(HS Code 854370)의 수입 관세율 및 상업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WCO HS

AHTN

Code

Code

HS 설명
Electrical

machines

단위

and

apparatus,

Electric fence energisers
8543.70.20

상업세율

한-아세안 FTA

8543.70.10 having individual functions
8543.70

수입 관세율

U

Remote control apparatus, other than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0%
(일반

5%

관세율은 3%)

[자료: 미얀마 관세청]
한편 수입에 적용되는 규제는 미용기기가 가정용인지 클리닉에 공급되는 시설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가정용으로 분류된 미용기기에는 식약청(FDA)의 사전 심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간
단하다. 반면 클리닉용 제품은 복잡한 식약청(FD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이 소
요되기도 한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식약청(FDA)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주로 클리닉용 대형 미
용기기가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그 비중이 90%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가정
용 미용기기는 약 절반 정도만이 미승인 상태로 반입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통구조
현재 미용기기는 가정용과 클리닉용 대형제품 모두 전문매장을 통해 유통되거나 shop.com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받지 않거나 식약청(FDA)의 승인
을 얻지 않은 제품들도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당히 많이 유통되
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양곤의 피부 관리실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의료기기는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제품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형 마트에 판매 중인 가정용 미용기기>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인터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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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부터 우리나라 제품을 꾸준히 수입해 자사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지 기업
Cherry-K사는 경제난에도 중산층 이상의 고객들은 계속해서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내방하고 있다고 밝
혔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하며 저온지방감소 치료기
(Veno Cool Cryolipolysis Treatment Device)와 고강도 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기기(UCOS-Hifu)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한국에서 추가로 수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 혼란이 줄어들고 경제
가 개선되면 한국산 미용기기의 도매 유통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피부 관리실의 시술 모습>

[자료: 미얀마 바이어 Cherry-K사 제공]
한편 미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Cherry-K사 관계자는 “식약
청(FDA)의 승인이 너무 오래 걸려 행정낭비가 심하며, 관세율로 인한 비용도 부담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
화로 수입원가가 약 4만 달러가량 되는 레이저 제모 기기를 예로 들며, 관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
가의 미용기기를 들여올 때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수입 라이선스
발급 기준이나 식약청(FDA) 승인 절차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미승인 제품을 반입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거
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현지의 높은 수요가 시장 확대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얀
마의 의료기기 수입 규제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 속에 보수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지 정부가 당장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제품들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
기 때문에 현지 정부의 규제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장기적으로 관찰하며 향후 활성화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원: 미얀마 중앙통계청, 미얀마 관세청, GTAS, Soul Skin사 인터뷰, Best Appearance Confidence사
인터뷰,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인도네시아 마스크 시장동향
- 소비자들의 높은 가격 민감성으로 중국산 등 저렴한 가격대의 마스크가 시장을 지배
-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많아진 공급업체로 시장은 이미 과포화, 마스크 가격하락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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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및 상품명

HS Code

품목 설명

6307.90

마스크

시장동향 및 규모
인도네시아 마스크 시장은 코로나로19 확산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내 마스크 연간 국내수요는 1억2980만 장으로 전년대비 78%프로 늘었으며, 2021년에
는 연간 국내수요가 1억7659만 장까지 증가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 발표를 기준으
로 2020년 인도네시아 내 정식 등록된 마스크 생산업체는 87곳이었으며, 연간 평균 가동률 71.6%를 기록
했다. 자국 내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인니 정부에서는 2020년 초 마스크 수출중단 조치를 추진하고, 정부주
도로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장려하여, 2020년 연간 마스크 생산량이 31억 장, 2021년에는 46억3천만
장까지 늘었다. 이로 인해 인니 마스크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해짐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에 놓이
게 된다.
이러한 시장 내 초과공급을 해결코자, 인니 정부에서 자국생산 마스크의 수출을 통해 초과공급 문제를 해
결코자 수출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수출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대부분은 1회용 의료마스크로 KF94, N95 등 고품질의 마스크 등에 비해
방역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대부분이었기에 타 국가로에서 수입수요도 높지 않았기에 초과공급 상황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마스크 가격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현재는 많은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잠정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현황>

[자료: JHU 및 Google COVID-19 Statistics]
2022년 1분기 인도네시아의 마스크 수요는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급증하였다. 오미크론의 확산은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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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로나19 제2의 물결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국민들 사이 퍼져 나갔으며, 일 평균 확진자수가 6만명
대에 근접함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구매수요도 증가하였다. 다만 2022년 4월 이후 국민들의 62%가 2차 접
종을 완료하고, 3차 부스터 샷까지 접종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확산세가 완화되어 마스크에 대한 수요
가 다시 떨어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을 완화하고, 면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차 부스터샷 접종 추진을 준비하며, 앞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인도네시아의 마스크 수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Atlas]
인도네시아의 마스크 수입동향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수입규모가 2034만 달러에서 2917만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본격화됨
에 따라 KF94, N95 등 감염차단 기준이 높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마스크 수입규모가 2억
1534만 달러로 전년대비 7.4배 증가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
해 자국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KF94, N95 등의 고품질 마스크를 포함한 여러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감면 조치(인니 재무부, No. 34/PMK.04/2020)를 취하며, 마스크 수입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영향
을 미쳤다. 다만, 현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니 마스크 시장 내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
마스크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N95를 제외한 모든 수입 마스크에 대한 비관세 혜택을 철회하였다.
경쟁 동향
인도네시아 마스크 시장 경쟁동향은 크게 2가지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급격한 공급의 증가’
이다. 위 시장동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팬데믹 시기 2억7천만명에 달하는 대규
모 인구에게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이 마스크 등 필수 의료제품을 생산하도록 보건
제품 생산허가의 절차간소화, 세금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마스크 시장공급을 유도했으며,
많은 인니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니 보건부에 등록된 공식 마스크 생산업체
의 수가 2020년 87개에서 996개로 약 11.4배 증가하였고, 2021년 국내 연간 마스크 생산량은 46억3천만
장까지 늘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폭발적인 공급 증가에 비해 자국 내 수요의 증가폭은 크
지 않았기에, 인니 시장 내에서 마스크는 초과공급 상태에 놓이며 마스크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 키워드는 ‘높아진 가격민감성’이다. 2020년 팬데믹의 여파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멈추게 만들며 경제
성장률을 -2.0%까지 떨어트렸다. 사회적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떠오르며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가격이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화는 수입산 마스크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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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가격을 지닌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인도네시아 의료물품 유통업체 C사의 판매총괄 A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고품질, 고성능의 마스크보다는 저렴하게 부담없이 사용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타 국가 수입 마스크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마스크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로의 2019년 중국산 마스크 수입규모는1,695만 달러였으나,

2020년 중국산 마스크 수입

규모는 2억1534만 달러로 1년 사이 수입규모가 약 12.7배 증가했다. 나아가 2021년에는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
시아 전체 마스크 수입규모에서 80.6%를 차지하며, 4.2%로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 등 타 국가 대비 인도네시아
마스크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통구조
<인도네시아의 마스크 유통구조>

[자료: KOTRA 수라바야무역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제조사로부터 생산되어 마스크의 경우, 인니 보건부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의료물품 유
통허가증(Izin

Edar)을 발급받기 위해 현지 기업과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되어 현

지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현지에서 제조된 마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사 제품에 대한 의료물품 유통허
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제품을 유통하고,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현지 제조사들의 경우, 비용절감,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해 타 유통사를 거쳐서 허가증을 받지 않고, 제조사에서 직접 의료물료물품 유통허가증을 받는 경
우가 많다.
이렇게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에게 전달된 마스크는 공공분야 혹은 민간분야로 유통되게 된다. 공공분야의 경
우, 인니 정부 조달시스템(LKPP)을 통해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정부기관, 국립병원, 학교 등에 유통된다. 민간분
야의 경우, 여러 B2B 및 B2C 채널들을 통해 병원, 의료품 소매업체, 슈퍼마켓 등 다양한 채널들로 공급이 된다.
관세율, 인증 등 기타정보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마스크에 대한 관세율>
HS Code
6307.90.40

품목 설명
수술용 의료마스크

관세율
0%(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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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스크류

0%(한국산)

기타 마스크류

0%(한국산)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의 경우, 마스크 제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
라 자국 내 마스크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마스크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마스크 제품에 관세, 부
가가치세, 소득세 모두를 일시 면제하는 재무부령을 공표했다. 그러나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완
화되었고, 시장 내 마스크 초과공급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2021년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재무부령
(No.92/PMK.04/2021) 을 발표하여,

N95 마스크(6307.90.90)에 대해서만 면제 지위를 유지하고, 나머지 마스

크에 대해서는 모든 혜택을 철회하였다. 그렇기에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른 관세가 부가되
며, VAT 11%와 소득세 7.5%가 부가된다. (단, 일부 제품에 따라서는 면세혜택 조건부 부여)
마스크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판매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인증을 획득해야된다. 첫째는 의료
물품 유통허가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내 및 수입산 의료제품에게 요구되는 보건부 주관의 인
증으로, 마스크 제품의 기능, 모양, 성능 등에 따라 인증획득을 위해 요구받는 자료 및 검사 등이 다르다.
두번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SNI(국가 표준규격)로 인니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국
가에서 표준규격/기준을 정하여 해당 수준을 넘기는 제품만 시장에 유통을 허가하는 인증제도이다. 마스크 제품
에 대해서는 No. SNI EN 14683:2019+AC:2019를 획득해야 하며,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마스크의 감염 차단비
율, 안정성 등의 입증을 요구받는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7천만명의 대규모 인구를 가진 나라로 유통되고 수요되는 마스크 숫자가 높은 반면, 지

역별 1인당 소득의 격차가 매우 높고, 가격 민감성이 높은 소비성향 때문에 KF94, N95 등 고성능이지만 비싼 기
능성 마스크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부담없이 여러 장을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혹은 재사용에 용이한 면 마스크
등이 더 인기가 많은 편이다. 한국산 마스크의 경우,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현지 시장에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
하고 있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등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여 고품질/기능성 마스크 중에서는 선호도
가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는 추세이고, 인
도네시아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마
스크 시장에 진출할 기회는 존재한다.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Atlas UN Comtrade, Katadata,
Detik, Euromonitor, KOTRA 수라바야무역관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일본 에어컨 시장 동향
- 기록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수요 증가세
-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에어컨 생산 차질
- 코로나 이후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가 주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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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어컨 시장 동향
일본의 가정용 에어컨 시장 규모(일본 국내 메이커 출하액 베이스, 2020년 기준)는 8,059억 엔으로, 2009년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출하 대수(2020)는 986만 대로,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용 에어컨 일본 국내 출하 실적 추이(2001~2020년)>
(출하 대수는 청색 그래프로 왼쪽 축. 단위: 1,000대. 출하액은 적색 그래프로 오른쪽 축. 단위: 100만 엔)

[자료: JRAIA 자료에 기반해 도쿄 무역관 작성]

최근 2022년 5월 일본의 가정용 에어컨 국내 출하 금액을 살펴보면 750억 엔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년 대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과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의 여파로 에어컨 제조사
측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정용 에어컨 일본 국내 출하 금액 월별 비교(2019~2022년 1월~5월)>
(세로축: 출하 금액/ 가로축: 월, 단위: 100만 엔)

[자료: JRAIA(일본 냉동공조 공업회) 자료에 기반해 도쿄 무역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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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6월 기상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수요도 크게 증가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에어컨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결품이 발생하는 가전 매장도 속속들이 등장했다. 에어컨의 경우 대부분 일본 국내 생산
이지만, 일부 부품은 중국으로부터 조달한다. 중국의 상하이 도시 봉쇄는 지난 6월 1일부로 해제됐으나, 수
송을 포함하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 가전 매장에는 '판매 완료', '품절 임박' 등 구입을 재촉하는 POP카드가 가득하다.>

[자료: 요미우리 신문, 주니치 신문]
일본의 에어컨 최신 트렌드
최근 일본에서는 에너지 효율은 물론이고 세련된 디자인, 바람의 세기/방향, 제습/가습 등의 세부 조절 기능
을 갖춘 에어컨에 대한 인기가 높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 기능이 부착된 에어컨
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 에어컨 제조사들은 해당 기능을 포함한 제품 개발에 주력 중이다. 예를 들
어 파나소닉 가전의 대명사가 된 <nanoe>, 샤프의 <플라즈마 클러스터> 등 이온을 이용한 공기 청정 기능
탑재 에어컨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환기 기능을 갖춤으로써 냉/난방 운전을 하면서도 신선한 외부 공기
를 들여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에어컨도 등장했다. 또한 가정용 에어컨 관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필터 청
소를 사람이 하지 않아도 에어컨에 자동 필터 청소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외의 트렌드로는 다른 가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IoT나 AI 기능 탑재를 통해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와 연동된 정밀 공조 관리가 가능한 모델 등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발매된 Panasonic의 자동 필터 청소 기능 부착 에어컨이 누계 판매 1,00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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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anasonic]
최근 3년간 수입 규모와 동향
2021년 일본의 에어컨 전체 수입규모는 약 14억 4,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2% 증가했다. 수입 추이를에 살
펴보면, 최근 약 10년 동안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 전후, 수입 수량 기준으로는 약 600만 대 전
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국가별 수입 금액(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이 13억 5,700만 달러(전년대비 +14.9%, 국가별 셰
어 94.1%)로 압도적 1위의 독점 상태다. 태국이 2위로 8,000만 달러(전년대비 ▲26.2%, 국가별 셰어 5.6%)인
데,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양상이다. 3위
는 대만으로 200만 달러(전년대비 374.5%, 국가별 셰어 0.2%)다. 한국은 순위상으로는 6위이지만 수입액 26
만 달러, 국가별 셰어 0.02%로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부품 생산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등 생산 거점으로서의 불안정성이 드러
나고 있어, 일본 에어컨 메이커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
다. 현재 중국 독점 상태가 급변할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으나, 공급망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늘릴 것이라는 점은 틀림 없어 보인다. 향후 일본 메이커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충분히 기대 가능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일본의 에어컨(HS 841510) 국가별 수입 동향>

순위

수입 금액 (달러)

국가

증감률
(%)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1/’20

－

World

1,394,020,478

1,297,228,847

1,441,938,868

100.0

100.0

100.0

11.2

1

China

1,270,529,320

1,181,399,891

1,357,384,886

91.1

91.1

94.1

14.9

2

Thailand

119,418,858

109,139,561

80,580,397

8.6

8.4

5.6

-26.2

3

Taiwan

149,529

473,432

2,246,504

0.0

0.0

0.2

374.5

4

United States

196,954

2,621,540

521,966

0.0

0.2

0.0

-80.1

5

Malaysia

740,217

92,621

289,267

0.1

0.0

0.0

212.3

6

Korea, South

226,260

81,969

262,804

0.0

0.0

0.0

220.6

7

Germany

98,768

129,215

227,719

0.0

0.0

0.0

76.2

8

Netherlands

780,166

296,253

205,641

0.1

0.0

0.0

-30.6

9

Singapore

－

－

44,781

－

－

0.0

－

- 30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10

Turkey

－

4,106

Vol.409 2022. 08. 01 ~ 2022. 08. 07
32,764

－

0.0

0.0

698.0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쟁 동향
일본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은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 중인 가운데 다이킨 공업이 이를 추
격하는 구도다. NIKKEI 신문의 추계(2016)에 따르면, 일본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는 파나소닉
(22.4%), 2위 다이킨 공업(18.1%), 3위 미쓰비시 전기(16.2%) 순이며, 히타치-존슨컨트롤즈 공조, 후지쓰 제
너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다이킨 공업의 자체 조사 발표(2021년. 가정용 에어컨 국내 판매 대수 셰
어)에 따르면, 최근 다이킨의 시장 점유율이 18.7%에 달해 파나소닉을 제치고 17년만에 점유율 1위가 되었다
는 관점도 존재한다.
<에어컨 (업무용 포함) 일본 국내 셰어>
(2020년. 기업별 생산 베이스. 단위: %)

※ Hitachi BS : Hitachi Building Systems, Mitsubishi SS :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hermal
Systems
[자료: 야노 경제연구소]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간 '업계 유일'을 표방해온 다이킨공업의 대표 에어컨 제품 '우루사라(촉
촉뽀송) X' 시리즈의 환기 기능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것이 최근 다이킨공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참고로 '우루사라 X'는 일본의 가전 전문 웹사이트인 '가전 Tech'와 트렌드 전
문지인 'Get Navi'가 공동 주관하는 <가전 대상 2021-2022>에서 가전 대상 부문 동상, 에어컨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이킨공업의 공조생산본부 소형 RA 상품그룹 오카모토 다카히로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
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기
적인 창문 환기와 세탁물의 실내 건조, 집에서 요리하는 빈도수의 증가로 실내 공기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 실내 습도 상승이 두드러져 2020년 6월에는 전체의 80%가 넘는 가정에서 실내 습도가 60%
를 웃돌았고,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습도 70%나 80%를 초과하는 가정은 2019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룸에어컨은 환기 기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습 성능과 항균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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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킨 공업의 '우루사라 X - R시리즈'>
환기와 동시에 냉/난방 및 가습 가능 등의 측면에서 <최신 니즈에 적합> <겨울 건조에도 대응> 등의 호평을 받음

[자료: PR Times]
유통 구조
일본시장의 가전제품 유통 채널은 가전 양판점(대형 전자제품 매장), 대형 가전 메이커 계통의 지역 가전매
장, 백화점, 슈퍼마켓, 홈센터(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등을 통한 통신판매 등으로 다양하
다. 디자인성이 중시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관련 매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
다. 참고로 계절상품인 에어컨의 출하 피크 시즌은 통상 5~6월이다.
관련 기관
- JEMA (일반사단법인 일본 전기공업회)
https://www.jema-net.or.jp/
- AEHA (일반재단법인 가전제품 협회)
https://www.aeha.or.jp/
- JRAIA (일반사단법인 일본 냉동공조 공업회)
https://www.jraia.or.jp/
- JARAC (일반사단법인 일본 냉동공조설비공업 연합회)
https://www.jarac.or.jp/
전시회
- HVAC&R JAPAN 2022
https://www.jraia.or.jp/hvacr/outline.html
- JAPAN BUILD 2022
https://www.japan-build.jp/tokyo/ja-jp.html#
관세율 및 수입규제
HS 8415.10 품목에 대한 별도의 수입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HS CODE

기본

WTO협정

8415.10

무세

무세

[자료: 일본세관 실행관세율표(2022.4.1)]
관련 법령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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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법(PSE 마크 제도) : 전기제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화재 및 감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일본 국내에서 110V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민생용 전기제품 대부분이 그 대상이
다. 이 법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신고서를 통해 소
정 사항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한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에어컨은 전기용품 안전법이 지정하는 전기용품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전기기기/기구 품질표시 규정 17품목),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너지 절약법),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가전 리사이클법),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유효이용 촉진법) 등도 에어컨을 대상 품목으로 한다.
이상은 관련법령 등 대표적인 사항만을 취합한 것이다. 일본시장 관련의 제조/수출/판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최신 요구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요망된다.
시사점
일본 에어컨 시장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완만한 성장 기조를 보이며 시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및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택 시간 증가 등의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에어컨 수요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 봉쇄 조치, 에
어컨 부품 생산 거점의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 등으로 최근 에어컨 공급이 수요에 따
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군은 결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에어컨 수입 상대국 1위 국가는 중국이지만, 일본 에어컨 메이커 각 사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를 계기로 국가 리스크를 체감하게 되면서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생산 거점 이전 및 수입국 다
변화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에어컨 품목 수입은 현 시점에서는 미미한 수준이
지만, 일본 기업들이 중국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대체 수입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만큼, 한국
기업에 있어서도 일본 시장 개척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Panasonic, 요미우리 신문, 주니치 신문, Global Trade Atlas, 야노 경제연구소, PR Times 자료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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