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규제 정보

Vol.413 2022. 08. 29 ~ 2022. 09. 04

주간 규제 정보
Vol. 413
2022. 08. 29 ~ 2022. 09. 04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13 2022. 08. 29 ~ 2022. 09. 04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 3
2.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4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개정 ····················································· 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캐나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퇴비화 강화를 위한 라벨링 개정 예정 ··························· 6
5.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7
6.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기고] 한-EU FTA 인증수출자 (Authorized Exporter) 제도 ·········································· 8
8. UAE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동향 ···························································································· 10
9. 중국 프로젝터 시장 동향 ········································································································ 16
10. 사우디 진공청소기 시장동향 ································································································· 22
11. 미국 마스크 시장동향 ············································································································ 27
12. 중국 CNC 선반 시장동향 ······································································································ 31

- 2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13 2022. 08. 29 ~ 2022. 09. 04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8월 2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
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
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
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12～’21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11.3%, 14～16시 25.9%, 16～18시
27.3%, 18～20시 13.0%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
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
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
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
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
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원칙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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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였다.
* 해외직구 규모(조원): (’18) 2.9 → (’19) 3.6 → (’20) 4.1 → (’21) 5.1

(통계청)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6개 제품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완구, 유아 신발 등 13개 제품>
(완구: 8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1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를 초과한 승용완구 1개,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작은 부품이 포함된 퍼즐완구 1개 등
(유아 신발 등: 5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운동화 1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
<생활용품: 스케이트보드 등 9개 제품>
(스케이트보드, 물놀이기구 등: 9개 제품)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및 일반용 자전거 1개,
보조공기실이 없는 성인용 물놀이기구(튜브) 1개 등
<전기용품: 와플기기 등 4개 제품>
(와플기기, 프로젝터: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와플기기 1개 및 절연거리 기준치를 초과한 프
로젝터 3개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여,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
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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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개정
-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안내서)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건부 허가 대상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지침**｣(안내
서) 개정판을 마련·배포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주요 내용(시행일: ’22.7.21.)
ü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 규정: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ü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자료 규정: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 입증자료, 품목허가 신청자료
ü 허가 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기한: 매년 3월
** 종전 명칭: ｢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안내서)
ㅇ 주요 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 명시 ▲허가조건 이행 여부 보고 세부 절차 안내 ▲조건부 허가 신청
서와 허가증 양식반영 ▲변경된 정기보고 일자(1월→3월) 반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등 개
정된 조건부 허가 절차 안내입니다.
□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는 항암제 등 중대 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시험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한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

첨단바이오의약품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따른 희

➊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

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
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➋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➊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➋ 희귀의약품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으로 업계가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이행 여부 보고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품목 조건부 허가·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
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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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캐나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퇴비화 강화를 위한 라벨링 개정 예정
2022년 7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2030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의 일환으
로 재활용 가능성 및 퇴비화 가능성 라벨링에 대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신규 라벨링 규칙에 따르면, 80% 이상의 캐나다인이 해당 제품에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을 수용하고
보유하는 재활용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제품에 재활용 마크(삼각형의 반복되는 화살
표 모양, Chasing-arrows symbol) 및 기타 재활용 가능성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 가
능’ 및 ‘생분해성’으로 표시된 제품이 제3의 기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채택 고려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범위
– 1차 플라스틱 포장(음료 용기 포함): 제품(예: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도록 디자인
– 2차 플라스틱 포장: 필요한 경우 보호재와 함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1차 포장을 포함하도록 디자인
– 일회용 및 기타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 원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버려지기 전에 원래 목적을 위해
한 번 또는 단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디자인
○ 라벨링 기호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만 삼각형의 반복되는 화살표 모양과 “재활용 가능”, “이 제품을 재활용하
시오”, “시설이 있는 곳에서 재활용 가능” 등의 표현이나 기호를 함께 사용하여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안내
하고 소비자에게 재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생산자가 반복되는 화살표 삼각형 모양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 기호 혹은 표현의 사용하여 부정확한 재활용 가능성 주장을 전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퇴비화 가능 표시 요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의 라벨링을 표준에 따라 인증된 제품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해당 플라스틱 제품에
분해성,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 3의 기관에게 퇴비화 가능 여부를 인증받는 것
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10월 7일까지 협력 단체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라벨링 규칙 및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 개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라벨링 규칙에 대한 규정 초안은 이르면 2023년 중반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anadian-environmental-protection-act-registry/consultation-rules-recycling-composting-plastics-labelling.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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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국립환경과학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8월 25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계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비
(非)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방법 신설
나.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표 2에 추가 및 구체화
- 강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 확장 1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 또는 국제적 전문기관의 발암평가 보고서가 있는 물질은 생식 및 발달독
성 스크리닝, 2세대 생식독성 또는 발암성 시험자료 면제
- 본질적분해성인 물질의 면제항목 확대(분해성, 농축성 분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면제조건 구체화
다.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의
견제출 방법
-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의견제출 방법 신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9769?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
2000000292834&asndOfiNm=%EA%B5%AD%EB%A6%BD%ED%99%98%EA%B2%BD%EA%B3%BC%ED%
95%99%EC%9B%90&edYdFmt=2022.+8.+30.&stYdFmt=2022.+2.+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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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8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계정을 통해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
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
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안 제3조)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734?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edYdFmt=2022.+8.+31.&stYdFmt=2022.+2.+1.&btnType=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기고] 한-EU FTA 인증수출자 (Authorized Exporter) 제도
- 한-EU FTA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
-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조명래 사업부장, MTL 폴란드(MRJO@MCTRANSGL.COM)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 증가로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물의 종류
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EU FTA 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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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또는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도입됐다. 즉,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EU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어려운 용어 해석의 문제, 적용 범위에 대해 정확한 가
이드를 현지 세관을 통해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실무적 입장에서 혜택
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용어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ㅇ 인증 수출자 제도는 혜택 범위에 따라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뉨.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 인증품목(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인증기관
인증기준

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평택세관
법규 준수도 및 원산지증명 능력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 능력

[자료: Korea FTA 포털]
ㅇ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할 경우의 FTA 적용 구분

연번
1

2

인증수출자 종류
수출자 A: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조자 B: 업체별 인증수출자

내용
A, B 모든 인증 수출자 번호 적용 가능
· 사후검증 시 문제없음

수출자 A: 업체별 인증수출자

B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A의 인증수출자번호 적용 가능

제조자 B: 품목별 인증수출자

· 사후검증 시 A, B 간의 관계 소명에 대한 위험성 존재
1) A, B가 동일한 HS Code로 인증을 받은 경우: A, B 모든 인증
수출자번호 적용 가능

3

수출자 A: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조자 B: 품목별 인증수출자

· 사후검증 시 문제없음.
2) A, B가 상이한 HS Code로 인증을 받은 경우: B의 인증수출자
번호 적용 불가
· 통관 거부 위험성 존재

수출은 A 업체, 물품 생산은 B 업체로 수출자·제조자가 상이하며 수출자·제조자가 각각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는 경우 수출자·제조자 양측 모두 업체별 인증 수출자이거나 혹은 동일한 HS CODE가 포함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ㅇ 폴란드 세관에서는 통관 시 서류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입돼 있으면 수출자가 원산지 소명을 하기 위
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관을 진행함.
ㅇ 선적 서류상에 제조자의 정보 없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정보만 기입돼 통관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사후
검증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전가됨.
ㅇ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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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공인하는 것은 아님.
- 인증을 받더라도 수출자/제조자 책임하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
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 수출자 확인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수출자/제조자가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 증빙
서류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제조자에 있음.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FTA 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해 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수출을 진행하는 중소 규모 기업의 입장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인증수출자제도의 적용 범위나 자격 취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는 현지 세관의 대응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내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진행 경험이 있는 무역 또는 물류
업체를 찾아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짧게나마 상기 서술된 내용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증수
출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제도를 통해 수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UAE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동향
- 2021년 기준 UAE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2400만 달러…전년비 24% 성장
- 한국, UAE 임플란트 수입 대상국 1위 기록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은 ‘치과용 임플란트’이며 HS Code 902129(Dental fitting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가 해당된다.
시장동향
두바이보건청의 연간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시행된 치과치료는 1,118,525건이며 그 중
임플란트 치료가 6,183건이었다. 아부다비 보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의료 활동
중 치과부문이 7.7%를 차지했으며, 치과부문 활동 중 크라운과 내관(Mesostructure) 제작이 각각 13.6%,
2.5%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2021년 UAE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400만 달러 수준
이다. 그 중 치과용 피팅 제품이 98%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치아는 약 2%에 해당된다. 팬데
믹이 발생했던 2020년에는 시장 성장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1년에 약 2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6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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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규모 동향 및 전망>
(단위: US$ 백만)

주: 2021년은 추정치, 2022년부터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
두바이 내 보철 치과의사(Prosthodontist) 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
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임플란트 지대주(Abutment)는 조립식 금속 지대주이다. 또한 임플란트∙중첩의
치 부착제로 로케이터(Locator)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의사
의 선호도에 따라 시장 내 품목별 비중도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주 : 두바이보건청 덴탈 서비스 부서의 Fatma Al Saleh 외 동 분야 전공자 3인이 시행해 2021년 8월
18일에 발간한 설문조사 ‘Survey of Dental Implant and Restoration Selection by Prosthodontists
in Dubai’
<두바이 치과의사들이 선호하는 임플란트 지대주 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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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urvey of Dental Implant and Restoration Selection by Prosthodontists in Dubai]
<두바이 치과의사들이 선호하는 임플란트∙중첩의치 부착제 형태>
(단위: %)

[자료: Survey of Dental Implant and Restoration Selection by Prosthodontists in Dubai]
수입동향
2021년 UAE의 임플란트 수입액은 2392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줄어
들었던 치과 내원 환자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대한민국(670만 달러), 스위스(626만 달러), 미국(450만 달러), 독일(258만 달러) 등이다. 2019,
2020년에는 스위스가 수입 비중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2021년 수입액이 12% 감소하고 한국으로부
터의 수입액은 9% 증가하며 순위가 역전되었다. 한편, 한국, 스위스, 미국은 최근 3년간 상위 3개국을 유지
했다.
<UAE 임플란트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전체

수입액

비중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9,952

23,265

23,914

100.00

100.00

100.00

1

대한민국

8,380

6,180

6,708

27.98

26.56

28.05

2

스위스

9,265

7,106

6,261

30.93

30.54

26.18

3

미국

6,138

4,831

4,500

20.49

20.76

18.82

4

독일

2,702

1,703

2,582

9.02

7.32

10.80

5

네덜란드

1,449

1,863

1,161

4.84

8.01

4.86

6

프랑스

295

137

792

0.98

0.59

3.31

7

이탈리아

556

277

545

1.86

1.19

2.28

8

불가리아

156

31

300

0.52

0.1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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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31

10

튀르키예

14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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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0.10

0.12

1.02

213
189
0.47
주: HS Code 902129 기준

0.92

0.79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경쟁동향
UAE 내 주요 임플란트 기업으로는 미국의 ZimVie(Zimmer Bionet의 자회사), Dentsply Sirona,
Carestream, BioHorizons, 스위스의 Nobel Biocare, Straumann, Neoss를 비롯해 한국의 Osstem
Implant, Dentium 등이 있다.
<UAE 내 주요 임플란트 기업 및 제품 예시>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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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UAE는 통관 및 제품 등록 과정에서 현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국외 기업의 단독 수출 진행이 불가하
다. 따라서 현지 보건부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통관, 제품 등록 등의 절차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은 현지 치과 등 병원에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UAE 임플란트 유통구조>

[자료: 두바이무역관 작성]
적용 세율 및 인증
GCC 공통 관세율에 따라 HS Code 902129 품목은 5%의 관세율과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UAE 보건부(MoHAP,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사전 등록을 통한 인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의료기기는 저위험군인 Class 1부터 고위험군인 Class 4까지
분류되며 각 군에 해당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UAE 보건부의 의료기기 등록 가이드라인에 따르
면, 체내 삽입형 기기(implantable device)는 Class 3, 4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
러 치아 구멍(cavity)이나 턱(jaw)에 삽입되지 않으며 위험성이 낮은 치과용 부품, 의치, 교정기기 등은 별
도 등록 없이 수입 사전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세부 품목별 요건이 상이하여 UAE 보건부 혹은 등
록 대행업체(파트너사)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기 등록 시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업체 서명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of registration completely and to be signed and
stamped by company)
2. 제조 공장의 유효한 등록 증명서 사본
(A copy of valid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factory)
3. 원산지 내 UAE 대사관에서 인정한 관할 당국이 발행한 유효 자유판매/등록 증명서
(A valid certificate of free sale/ registratio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origin certified by the Embass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4. 수출업체와 대리인 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A copy of the product agency contract signe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agent)
5. 장비 분류(예. 클래스 I, II, III, IV)에 따른 품질 적합성 인증서(예. EC, 510(K), PMA 등)
(Certificate of quality conformity/ marketing authorization, such as EC, 510 (K), PMA
as per the classification of the equipment, i.e. Class I, II, III, IV))
6. 사후 마케팅 모니터링 요구 사항
(Post-marketing monitoring requirements)
7. 타국의 제품 등록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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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es of product registration certificates in other countries)
8. 사용 설명서를 포함한 제품 정보(설명, 제제, 종류, 크기, 모델, 액세서리, 사용, 부작용, 경
고, 주의사항, 사용지침, 포장 덮개 사진, 브로슈어 등)
(Product's information, including: description, formulation, types, sizes, models,
accessories, usages, side effects, contradictions, warnings, precautions, usage
guidelines, photos of packaging covers, brochures and usage manuals)
9. 특정 의료장비에 대한 가격 및 실험실 요건
(Provide laboratory requirements and analysis, as well as pricing for certain medical
equipment)
10. 분석 인증서(장비 유형에 따라 상이)
(Providing 3 samples (as per equipment type), certificate of analysis (as per
equipment type), external and internal covers and brochures)
11. 의료 장비 매뉴얼(EC 적합성 선언)에 따른 사양 준수 여부 확인
(Acknowledgment of the company that equipment conforms to the specifications as
per the Medical Equipment Manual (EC-Declaration of Conformity))
12.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 (클래스 III, IV일 경우)
(Safety and efficacy data (for products classified as Class III, IV))
13. 특별 요구 사항: 동물용 제품으로 제조된 장비에 대한 적합성 증명서
(Special requirements: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equipment manufactured from
animal products)
주: 세부 품목별 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UAE 보건부]
시사점
2022년 UAE의 임플란트 시장은 25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2026
년에는 그 규모가 320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UAE의 전체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내수 의료시
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역내 의료산업 선진국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어 인근 국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UAE를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 유치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의 對UAE 의료기기 수출 품목 중 임플란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UAE 임플란트 시장은 한
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요 시장이다. UAE는 치과기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임플란트 기자재 또한 수입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두바이는 매년 MENA 최대 규모의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AEEDC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 전시는 매년 여러
국적의 치과기자재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들이 직접 참관하는 경우도 많아 브랜드 인지
도 제고, 네트워킹, 시장조사에 효과적이다. 제27회 AEEDC은 2023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두바이월
드트레이드센터(DWTC, Dubai World Trade Centre)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유관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료원: Fitch Solutions,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부, 두바이보건
청, Survey of Dental Implant and Restoration Selection by Prosthodontists in Dubai,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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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중국 프로젝터 시장 동향
- 전자제품 스크린 대형화 추세, 프로젝터 판매호조
- 고화질 프로젝터 제품 다양화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HS CODE

영사기용 대물렌즈(프로젝터)

9002.1190

시장규모 및 동향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터넷 강의, 화상회의, 온라인 PT 등 영상 기반의 비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해지
면서 휴대전화, 태블릿, TV 등 소비가 늘어났다. 또한 이들 시각전달 매체에 대한 수요 역시 기존 ‘소형’에
서 ‘대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특히 프로젝터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대화면 기기로써 중국
1, 2선 도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용자 수요 증가, 제품 기술 업데이트 등 요인에 힘입어 중국

프로젝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했다. 현

지 리서치기관인 RUNTO(洛圖科技)에 따르면 2020년~2021년 중국 프로젝터 판매량은 각각 372만 대, 491
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14%, 29% 증가했으며 2022년 말까지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하며 20% 대 증가
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7-2022년 중국 프로젝터 판매량>
(단위: 만 대)

[자료: RUNTO,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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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시어터 수요가 증가해 2020년 가정용 프로젝터 출하량이 전체 프로
젝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했다.
IDC(互联網数据中心)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정용

프로젝터 매출은 71억1,000만 위안으로 2020년보다

28% 가까이 늘었고, 2026년에는 182억5,0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1~2026년 가정용 프
로젝터 매출의 연간 복합성장률은 20.7% 수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향후 전체 프로젝터 시장에서
가정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7-2026년 중국 가정용 프로젝터 시장 규모(판매액 기준)>
(단위: 억 위안)

[자료: IDC，토우빠오연구원(頭豹研究院)]
경쟁동향
IDC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프로젝터 시장 출하량 상위 5개 브랜드 중 4개가 로컬 브랜드이다. 이 중 중국
프로젝터 시장 출하량 1위는 XGIMI(시장 점유율 21.2%)인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
다. EPSON의 경우 상업용 프로젝터가 주력이며, 중국 가정용 프로젝터는 XGIMI, JMGO, Formovie,
Dangbei 등의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 17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13 2022. 08. 29 ~ 2022. 09. 04

<2021년 중국 프로젝터 경쟁 동향(출하량 기준)>

[자료: IDC]
중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몰(T-Mall)에서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소비되는 프로젝터의 평
균가는 4천~6천 위안 대이며, 낮은 블루라이트(Low Blue light) 사양의 고화질, 고품질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프로젝터 시장 점유율 TOP5 브랜드>
브랜드

제품 이미지

가격(위안)

비고

-화면 자동 조정
XGIMI

4,399

-고화질
-눈 보호 기능

-간편 휴대

EPSON

6,099

(일본)

-고화질
- 눈 보호 기능

-화면 자동 조정
JMGO

4,343

-고화질
-원거리 음성 인식
- 눈 보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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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호 기능
Formovie

5,799

-화면 자동 조정
-고화질
-원거리 음성 인식

-빠른 작동
Dangbei

4,528

-화면 자동 조정
-고화질

[자료: 티몰(T-Mall)]
유통구조
중국 프로젝터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점을 통해 주로 판매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징둥
(京東)과 타오바오(淘寶)를 중심으로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판매 경로는 대리점이
70%가 넘으며, 기업 자영과 거래처 직거래 비중은 30% 미만이다.
<중국 프로젝터 유통구조>

[자료: 토우빠오연구원(頭豹研究院)]
수입 동향
중국 해관에 따르면 중국 프로젝터 수입액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억5,3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69% 감소했다가 2021년 1억7,575만 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주요 수입 지역은 일본, 중국(대만), 인도네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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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한국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입액을 올린 국가는 일본이었으며, 2021년 수입액
이 전체 수입액의 25%인 4,497만 달러에 달했고, 2위는 중국(대만)이었으며 수입액은 2,268만 달러였다. 한
국에 대한 수입은 227만 달러로 6위였다.
<중국 프로젝터(HS Code: 9002.1190)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단위: 만 달러）
순위

2019년

국가

2020년

2021년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전세계

19,882

-7.91%

15,370

-22.69%

17,575

14.35%

1

일본

5,955

-5.60%

4,958

-16.74%

4,497

-9.30%

2

중국(대만)

1,970

-0.66%

1,928

-2.13%

2,268

17.63%

3

인도네시아

1,390

-13.45%

949

-31.73%

1,686

77.66%

4

필리핀

1,726

35.80%

1,585

-8.17%

1,201

-24.23%

5

방글라데시

822

-26.74%

548

-33.33%

468

-14.60%

6

한국

341

-33.01%

191

-43.99%

227

18.85%

7

미국

145

49.48%

201

38.62%

124

-38.31%

8

말레이시아

283

83.77%

166

-41.34%

81

-51.20%

9

슬로바키아

39

-2.50%

52

33.33%

51

-1.92%

10

싱가포르

113

5550.00%
6
[자료: 중국해관]

-94.69%

45

650.00%

대한(對韓) 수입 동향
2017~2020년 최근 4년간 중국의 대

한국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년 대비 44% 가까이 감소했다가 2021년 227만 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2017-2021 중국 프로젝터(HS Code: 9002.1190) 對韓 수입 동향>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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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對韓RCEP관세 2022년2월1일부터 실시됨.
프로젝터(HS Code: 9002.1190) 對韓의 RCEP관세율은 14%임.
<중국 프로젝터(HS Code: 9002.1190) 對韓 관세율>
Hs Code

MFN（2022）

FTA（2022）

RCEP（2022）

9002.1190

10%

7%

14%

[자료: 중국 상무부]
인증제도
'강제적 제품 인증 목록 및 규정(2020년 개정)'에 따라 프로젝터는 강제적 제품 인증 목록 내의 제품으로
중국 국내에 판매 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CCC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및 접수

2.

제품 형식 테스트

3.

공장심사

4.

인증결과 평가 및 승인

5.

인증 획득 후 감독

시사점
RUNTO에 따르면2020년 전체 프로젝터 시장에서 가정용 프로젝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1.9%에 달했
다. 2021년 491만 대를 판매한 중국 프로젝터 시장은 2022년 600만 대를 돌파해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영화관 관람이 제한되고 기존 텔레비전, 컴퓨터 등 ‘작은’ 화면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만족도
는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2년 캠핑 열풍이 불면서 중국 젊은 층의 야외 영화 관람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는 자연히 프로젝터 시장 성장을 이끌었는데 특히 중국의 1, 2선 도시에서 가정용 프로젝터의 판매가 크게
높아졌다.
프로젝터는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 대비 눈의 피로감이 훨씬 적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
께 수요가 더 높아진 면도 있다. 항저우(杭州) 지역신문에 게재된 저장(浙江)의 한 안과 병원의 실험에 따르
면, 프로젝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액정 텔레비전보다 시각적 피로도가 낮고, 안구 보호 기능이 뛰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시각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근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2050년 2억 명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전체 근시율도 2020년에 52.7%에 달했다. 프로젝터
사용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도가 낮아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프로젝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가정용 프로젝터의 초고화질 발전 추세는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2019년 3월 중국 공
신부(工信部), 국가방송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중앙방송총국(中央廣播電視總台)이

공동

발표한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超高清視頻產業發展行動計劃)(2019~2022년)'에서 '4K 시스템 완성, 8K 기술 돌파'라
는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의 목표 방향을 설정했다. 향후 중국의 가정용 프로젝터 산업은 4K와 8K로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발전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21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413 2022. 08. 29 ~ 2022. 09. 04

*주: 4k, 8k는 해상도를 의미한다. 4K 해상도는 3840*2160, 8K 해상도는 7680×4320으로 4K의 4배다. 해상
도가 높을 수록 화면이 선명하다.
자료: IDC, RUNTO, 토우빠오연구원(頭豹研究院), 중국해관, 중국 상무부, 티몰(T-Mall), 첸잔산업연구원(前瞻
產業研究院), KOTRA 난징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사우디 진공청소기 시장동향
- 물가 상승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진공청소기 시장
상품명 및 HS 코드
상품명 : 진공청소기(8508.11)
관세 및 부가세 : 수입관세 5% / 부가가치세 15%
수입절차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혹은 거
래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들은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및 기타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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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이 완료되어야 배송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신고가 완료되었
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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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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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는 저전압 전기기기 및 전기용품에 대한 GCC 기술규정에 적용을 받아 규제 제품으로 분류되며,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시스템) 인증서 혹은 QM(품질관리) 인증서가 필요하다.
시장규모 및 동향
사우디아라비아의 진공청소기 시장은 판매금액이나 판매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판매금액의 경
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판매대수가 증가하였고, VAT 인상 및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물가 역시 인상되면서 판매금액 역시도 증가하였다.
사우디에도 로봇청소기가 도입은 되었지만 아직 그 비중이 미미하여 0.1%에도 미치지 못 하고, 대부분이 일반형
진공청소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린더형의 비율이 2021년 기준 판매대수가 90%를 넘어 절대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6개 종류의 진공청소기가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다른 종류
의 진공청소기는 비슷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진공청소기만 감소 없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진공청소기 판매규모는 2021년 기준,

4861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역시 일반형 진공청소기가 4845만 달러에 이

르는 판매고를 올리며 99.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실린더형의 비율이 85%로 판매수량 대비해
서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스틱형, 스탠드형 등 기타 유형이 실린더형 대비 고가의 제품라인을 구축하기 떄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VAT의 3배 인상 및 물가 상승 등 여파로 시장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전년대비 11%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인상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약 5%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16-2021 진공청소기 종류별 연간 판매 대수>
(단위: 천 대)

[자료: 유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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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 진공청소기 종류별 연간 판매 규모>
(단위: 백만 리얄)

[자료: 유로모니터]
유통구조
유통채널은 2020년 이후 이커머스 비율이 2배 넘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마트에서의 오프라인 판매가 2021년
기준 92.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커머스의 경우, 2019년까지는 3%대를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락다운 및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로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온라인쇼핑, 배달 등 비대면서비스가 활성
화되었고, 이것이 판매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식료품점 내 전기기기 판매코너에서의 판매가 약 30%, 전기기기 전문판매점에서의 판매
가 약 47%, 기타 소매판매점에서의 판매가 16%를 차지하였다. 전문판매점만큼 식료품 내 판매실적이 높은 이유
는 사우디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 지금은 여성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남성만이 가능했기에
다같이 방문할 수 있는 대형 몰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발생했던 이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6-2021 진공청소기의 유통채널별 판매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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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로모니터]
수입동향 및 트렌드
HS 8508.11은 1,500W를 초과하지 않는 전력의 진공청소기를 의미하며, 2019년 기준 총 수입액은 약 2679만
달러로 수입액 기준으로도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2017년과 2018년 대비 2019년에 약
2배 이상 그 수입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미국, 태국, 이탈리아 등도 2019년에
대거 수출을 시작했으며, 중국은 기존 수출규모를 2배 이상 뛰어넘기며 전체 72.8%를 차지하였다.
<HS Code 8508.1100의 2017-2019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2017

2018

2019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7,190.4
5,148.9
-

9,184.0
4,238.1
-

19,507.6
3,719.6
1,456.7
788.6

이탈리아
튀르키예
일본
프랑스
기타
총계

597.3
281.2
1,057.5
14,275.4

420.2
275.6
300.1
997.9
595.7
14,695.6
26,788.6
[자료: 사우디 경제기획부 통계]

2018-2019

점유율

증감률
112.4
-65.6
-

(2019)
72.8
13.9
5.4
2.9

8.9
-40.3
82.3

1.6
1.1
2.2
100.0

특이점은 아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가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제3국 생산 후 수출되는 경우로, 한국에서의 해당 상품의 사우디
로의 직접 수출은 매우 약소하다. 2017년까지는 연 10만9천달러 수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수출이
전무하였으며, 2020년~2021년에도 연 1천 달러 수준으로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생산기지
가 동남아 등 제3국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 품목 자체의 직수출은 어렵지만, 사용되는 필터나 부품과
같은 A/S 수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동일 브랜드로 납품되는 업체들이 충분히 타겟으로 할 만한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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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시장 내 경쟁동향 및 주요 브랜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 브랜드들은 현지 유통업자를 통해 대리판매를 하고 있다. United Matbouli
Group의 경우, 필립스와 삼성의 현지 딜러를 맡고 있어 총 점유율은 32.3%에 달하지만 실제 브랜드별 시장점유
율로 확인할 경우 파나소닉이 19.1%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필립스, 히타치, LG, 삼성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1~5위까지는 15~19%로 유사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가전,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의 경우 아직 사우디 시장점유율은 4.7%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018-2021 진공청소기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단위 : %)

[자료 : 유로모니터]
시사점
진공청소기 시장은 기존에는 그저 단순 청소목적으로 판매가 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실내, 특히 집 안에서 활
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심미적인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경향보다 현재는 시장물가의 인상폭이 더욱 높아 다시 기본형으로의 관심이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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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쇼핑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미리 제품과 가격, 스펙을
확인한 후 매장에서는 실제 테스트만 하고 제품을 사거나 바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여성도 운전과 취직이 가능하게 되면서 보다 간소화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커머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LG와 삼성이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며
다만 한국에서 인기있는 제품군과 현지 주요 판매 제품군이 상이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실린더형 진공청소기 업체라면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전망한다.
자료원: 유로모니터, 사우디 정부기관(경제기획부 등) 통계, Saudi Gazette, Arab News 등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미국 마스크 시장동향
- 2021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시장규모 83배 확장
-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하는 주 증가로 시장 버블 꺼지는 중
상품명 및 HS code
마스크의 HS Code는 630790이다.
시장규모 및 동향
Markets and Markets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마스크 시장규모는 76억 83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축소됐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83배의 규모로, 해당 시장은 여전히 팽창해 있는
상태다. 미국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해당 시장의 버블은 매년 축소되어 2027년에는 3억861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4배 이상의 규모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인
다.
<미국 마스크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US$ 백만)
연도

금액

2018

78.5

2019

91.8

2020

11,726.6

2021

7,683.6

2022

2,783.9

2023

1,001.9

2024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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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82.2

2027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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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ets and Markets Face Mask Market]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부터 일회용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
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2020년 4월 국방물자생산법(DAP)을 발동해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FDA
는 미국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마스크 생산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이후 미국 내 마스크 생산 업
체들이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수요를 맞췄다.
미국 교통안전국(TSA)은 2022년 4월부터 미국 국내선 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CNBC는 지
난 2022년 4월 22일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나 의무적으로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후 주 별로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 시작해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규제를 유지하는 주는 없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
해당 시장은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2021년 미국의 마스크 수입액은 60억 8522만 달러로 전체 시장이 축소되면서 전년대비 67.8% 감소했다.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와 베트남
이 각각 9.55%, 4.05%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시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상위 10개국의 수입금
액도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17위로 수입금액 857만 달러, 비중은 0.2%로 입지가 좁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팬데믹을
계기로 수출 규모가 성장해 2021년에는 수입금액 6899만 달러, 비중 1.13%으로 7위에 올라섰다.
<미국의 마스크 수입현황(HS Code 630790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명

1

수입액(년도)

비중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중국

3,147

15,975

4,320

71.9

84.5

71.0

2

멕시코

484

686

581

11.0

3.6

9.5

3

베트남

91

779

246

2.1

4.1

4.0

4

인도

98

111

169

2.2

0.6

2.8

5

도미니카공화국

91

98

98

2.1

0.5

1.6

6

대만

58

81

80

1.3

0.4

1.3

7

대한민국

9

115

69

0.2

0.6

1.1

8

파키스탄

29

48

59

0.7

0.3

1.0

9

캄보디아

4

39

56

0.1

0.2

0.9

10

캐나다

111

105

55

2.5

0.6

0.9

[자료: 미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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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동향
미국 마스크 시장의 주요 2개 기업은 허니웰 인터니셔날(Honeywell International Inc)과 3M으로, 두 기
업은 전체 시장의 39.3%의 점유하고 있다.
허니웰은 삶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호흡기 보호장비 등의 의료장비와
온도조절기기 등의 생활 안전기기, 화학약품, 물류 유통관련 기기와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산출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될 정도로 미국 내 입
지가 탄탄한 기업이다. 지난 2021년 4월 랩퍼 웰아이엠(Will.I.am)과 콜라보를 진행해 패셔너블하면서 실용
적인 면까지 더한 슈퍼마스크(Xupermask)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허니웰 인터니셔날은 CNBC와의 인터
뷰에서 슈퍼마스크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이며, 3단계 조절 선풍기가 달려있고,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 장착됐다고 밝혔다.
<허니웰 인터내셔널과 웰아이엠의 콜라보레이션 마스크, 슈퍼마스크>

[자료: 허니웰 홈페이지]
3M은 마스크 외에도 사무용품, 화학약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3M은 팬데믹
발생 직후 부족한 마스크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생산량 증대 및 수출 금지를 요청 받았다. 3M
은 4억장이였던 연간 생산량을 11억장으로 증가 시켰으며, 몇 개월 후 20억장으로 한번 더 증산한 바가 있
다. 3M은 덴탈, 수술용 마스크외에도 건설현장이나 화학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 필터가 달린 산업
용 마스크도 생산하고 있다.
<3M™ Full Facepiece Reusable Respirator(좌), 3M™ Filtering Barrier Face Covering(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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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M 홈페이지]
유통구조
대형 생산 기업은 유통 업체에 도매 판매를 하며, 중소 제조업체는 도소매를 모두 소화하고 있다. 최종 소
비자의 큰 부분은 병원과 클리닉 그리고 산업 현장이다. 최근 팬데믹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가 소폭
상승했다.
관세율 및 인증
HS Code 630790의 일반 관세율은 7.9%이나, 한미 FTA로 한국산 마스크는 무관세다.
마스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해 생산시설 등록, 리스팅, 시판전 신고 등 FDA 규제사
항 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FD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긴급 생산 규제를 마련해 일시적으로 규제
를 완화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링크)
산업용 마스크는 FDA 규제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업안전보건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인정한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시험을 통과
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참고가 필요하다.
시사점
미국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은 대부분 해제됐으며, 일부 도시의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만
의무 착용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엄격한 마스크 착용 기준을 내세우
고 있다. MIT가 2020년 말에 진행한 연구에서, 미국 내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할 때마다 마스크를 바꿔 착
용할 경우 필요한 마스크의 개수는 연간 74억개라고 추산했다. 그만큼 의료진이 소비하는 마스크의 개수가
많은 편이다.
마스크의 최종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병원이나 산업 현장인 만큼,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마스
크 제조 업체는 이 점을 염두 해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 마스크의 경우 FDA의 긴급 규제 절차가 언
제 다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용 마스크
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NRTL 시험 통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NRTL 인증 획득을 노력해야 한다.
자료: Markets and Markets, IBIS World, Forbes, CNBC, FDA, 미국 통계청, 3M 홈페이지, Honeywell
홈페이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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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CNC 선반 시장동향
- 아직 낮은 국산화율로 외국산 제품이 전체 시장의 80% 차지
- 중국 공작기계의 디지털화율은 40%에 불과해 시장잠재력 커
- 정부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국산화 가속화,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해야인스
상품명 및 HS Code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Machine Tools) 선반은 프로그램 제어 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공작
기계를 뜻한다. CNC 선반은 수치제어장치를 통해 제어신호로 공작기계의 동작을 제어하고 도면이 요구하
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부품을 가공한다. CNC 선반은 현대 제조업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설
비이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제품명

845811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수치제어식 포함)

845710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시장동향
중국의 CNC 선반 시장은 자국산 저가형 제품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프리미엄 제품은 오랜 기간
수입에 의존해왔다. 중국의 전문 리서치 업체 첸잔산업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중국 CNC 선반반의 80%가량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제조업 핵심공정에 필요한 첨단 CNC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중국은 CNC 선반의 중·고급 제품을 국산화 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전통적 선반을 디지털
화 하기 위해서는 자본 외에도 기술과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CNC 선반의 국산화가 성공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CNC 선반 업계 현황>

[자료: 쳰잔산업연구원]
중국의 CNC선반 시장 규모는 대체적으로 2019년까지 성장해오다 2020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
중국내 코로나19의 본격적 확산에 따른 시장 수요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는 현재 중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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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중국 CNC선반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
* 2026년 시장규모는 예측치
정리하면 현재 중국의 CNC선반 시장은 자국산 제품이 중∙저가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시
장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80%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보망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공작기
계 디지털화율은 40%에 못 미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 70%를 넘어선 것에 비해 아직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제조2025, 좀비기업 구조조정, 공급측 개혁 등 현재 중국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
책을 감안하면 전통 공작기계 시장에도 디지털화, 고품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분야별 수요 및 공급 구조
중국국가통계국 및 중국공작기계공구협회(中国机床工具协会)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공작기계 시장
은 수요의 감소 및 구조조정(저가형 제품에서 중·고가형 제품 수요 증대), 공급 업그레이드의 특징을 보이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 구조와 균형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시장의 조정 과정을 거
치면서 어떤 기업은 수요에 맞는 우수한 가성비 제품으로 살아남았으나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도태되었다.
중국공작기계공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국내 공작기계 공업규모 이상 기업수는 총 5,720개사
이며 이들은 다시 8개의 세부업종으로 분류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연마 분야 2,025개사(35.4%), 금
속절삭 분야 833개사(14.56%), 공량(工量) 및 측정 분야 747개사(13.06%), 기타금속가공 분야 636개사
(11.12%), 금속성형 분야 529개사(9.25%), 주조 분야 467개사(8.16%), 공작기계 부품 분야 356개사
(6.22%), 목재 가공 분야 127개사(2.22%) 순이었다.
중국의 공작기계는 연마, 금속절삭, 공량 및 측정 분야에서 국산화 수준이 가장 높았다. 연마와 금속절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체 기업의 50%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CNC선반 생산도 금속절삭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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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비중이 전체 CNC선반 생산량의 50%를 넘겼다.
<2020년 중국 공작기계 제품유형별 기업비중>
(단위: %)

[자료: 중국공작기계공구협회]
<2020년 중국 CNC 선반 제품유형별 생산 비중>

[자료: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
현재 중국에서 CNC선반 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 전체 CNC선반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현재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0%이다. 중국의 CNC선반 산업은 곧 자동차 산업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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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선반에 대한 수요가 두번째로 큰 분야는 항공우주 산업이다. 전체 시장수요의 17%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각종 금형산업(13%), 엔지니어링 산업(10%), 기타 산업(20%)이 잇고 있다
<CNC 선반 분야별 소비점유율>
(단위: %)

[자료: 쳰잔산업연구원]
유통구조
전통적인 B2B판매, 직영점 판매, 대리상 판매 외에도 현재 중국 기계설비 업계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두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최저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들은 가격 이상으로 설치서비스, A/S 등과 같은 요인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업체가 징둥닷컴 등에 직영점을 운영하며 제품의 가격, 자세한 스펙, 소재정보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서는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장 내부를 공개하기도 한다. 규모가 있는 기
업들은 주요 도시마다 직영점을 운영하며 배송, 설치, A/S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쟁동향
중국 CNC 선반 생산기업을 매출액에 따라 1st 티어, 2nd 티어, 3rd 티어 이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매
출액이 15억 이상되는 1st 티어 기업으로는 촹스지(创世纪), 하이톈정공(海天精工), 친촨선반(秦川机床)가
있다. 매출액이 5-15억 위안 사이에 있는 2nd 티어 기업으로는 야웨이주식(亚威股份), 선양선반(沈阳机床),
허두안스마트(合锻智能), 르파정공(日发精机)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 CNC 선반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 촹스지(23.81%), 2위 친촨선반
(13.47%), 3위 하이톈정공(12.62%), 야웨이주식(8.47%), 선양선반(6.35%), 허두안스마트(6.29%), 르파정공
(4.69%) 순이었다. 2019년 기준 시장점유율과 비교하면 야웨이주식이 선양선반을 역전하였으며, 상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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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티어) 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상승하여 전체 시장점유율의 50%를 차지하였다.
<2020년 중국 CNC선반 기업별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쳰잔산업연구원]
<중국 주요 CNC 선반 생산기업>
(단위: 억 위안, %, 대)
기업명
(소재지)

매출액

(홈페이지)

성장률
(동기대비)

마진율

생산대수

판매대수

주요 제품
고속 드릴/밀링 머신

촹스지(创世纪)
(광둥성 동관시)

30.11

38.03

31.46

20,787

15,657

www.gdcci.com

T-856L 스탠드 선반

친촨공작기계(秦川机床)
(산시성(陕西) 바오지시)

17.04

19.19

12.95

10,648

10,586

BM8-H 스탠드 선반

www.qinch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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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선반

하이톈정공(海天精工)
(저장성 닝보시)

15.96

42.10

24.16

2,757

2,529
VMCⅡ 스탠드 선반

www.haitianprecision.com

HPC 계열 수치제어
전동식 타워프레스
야웨이(亚威股份)
(장쑤성 양저우시)

10.71

11.58

30.30

3,601

3,531

www.yawei.cc

수평 보링/밀링 선반
선양공작기계(沈阳机床)
(랴오닝성 선양시)

8.03

116.25

8.59

7,300

7,000

www.smtcl.com

[자료: 쳰잔산업연구원 및 각 사 홈페이지]
수출입 동향
중국의 공작기계 수입규모는 매년 변동폭이 비교적 크나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대체적으로 지속 감
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상술한대로 중저가형 공작기계의 국산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CNC선반의 수입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제조업 고도화에 따른 첨단 공작기계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또한 앞서 밝힌대로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고급 CNC선반의 경우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중국 공작기계 수입 현황>
(단위: 억 위안,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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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228.5

23.5

227

0.65

146.7

35.3

127.9

-12.8

172.5

34.8

[자료: 중국해관]
현재 중국이 공작기계를 주로 수입하는 지역은 일본, 타이완, 한국, 독일, 벨기에 등이다.2020-2021년 한
국은 중국의 CNC선반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
비 수입액이 42.8%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수치라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제조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2020-2021년 중국 對 주요 국가별 CNC선반 수출입 현황(HS코드84581100 기준)>
(단위: 천 달러, %)
국가

2020년

2021년 (12월)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지

총계

206,131.0

-28.7

317,845.0

-28.7

-111,714.0

312,315.0

51.5

403,500.0

26.9

-91,185.0

일본

60,317.0

-31.1

123,869.0

-36.5

-63,553.0

89,589.0

48.5

144,339.0

16.5

-54,750.0

대만

6,178.0

9.8

56,263.0

-8.8

-50,085.0

27,539.0

345.7

100,018.0

77.8

-72,480.0

한국

8,599.0

-11.5

42,623.0

-1.6

-34,024.0

11,366.0

32.2

60,871.0

42.8

-49,504.0

독일

3,358.0

-29.4

46,966.0

-28.4

-43,608.0

2,819.0

-16.0

52,087.0

10.9

-49,268.0

벨기에

6,657.0

-69.2

1,019.0

-95.0

5,638.0

14,610.0

119.5

12,334.0

1,109.8

2,276.0

태국

8,550.0

0.6

1,488.0

-87.4

7,063.0

11,595.0

35.6

9,957.0

569.4

1,638.0

스위스

1,557.0

-70.1

6,700.0

-37.9

-5,143.0

4,146.0

166.2

5,323.0

-20.6

-1,177.0

미국

4,579.0

-53.0

8,139.0

-26.0

-3,560.0

5,190.0

13.3

5,198.0

-36.1

-8.0

인도

7,152.0

-60.7

1,297.0

13.6

5,856.0

13,152.0

83.9

3,559.0

174.5

9,594.0

3,902.0

-77.0

3,292.0

60.7

610.0

10,023.0

156.9

2,524.0

-23.3

7,499.0

네덜
란드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한 CNC 선반 및 관련 부품의 규모는 2,287억 위안
(한화 약 44.6조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국이 수입한 모든 기계∙전자 제품의 수입규모 중 약 6%의 비
중을 차지했다.
또한 CNC 설비 및 부속품의 수입규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CNC선반을
포함한 자동화 설비의 수입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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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CNC선반 및 부속품 수입현황>
(단위: 억 위안,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2168.7

16.3

2238.2

3.2

3708.7

65.7

4355.3

17.4

2287.1

-3.1

[자료: 중국해관]
관세율 및 수입규제
HS CODE 8458110010, 8457101000 CIF 가격 기준 중국의 일반 수입관세는 20%, 최혜국세율은 9%이고
부가가치세는 13%이다. 또한 수입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 주: 중국 수입통관 시 기준이 되는 HS CODE 8458110010(금속절삭 수평식 CNC선반), 8457101000(수
직 금속가공 머시닝센터)
<수입 관세율>
(단위: %)
구분

일반 관세

MFN

한-중FTA

RCEP

APTA

8458110010

20%

9%

무관세

9.7%

-

8457101000

20%

9%

6.7%

-

6.3%

[자료: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일반 관세

MFN

8458110010
완전생산(WO)
8457101000

한-중FTA

RCEP

완전생산 또는

CTH 또는 RVC40

RVC45

APTA

완전생산 또는 RVC45
또는 RVC누적기준60

[자료: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
8458110010 기준 관세율은 한-중 FTA가 무관세로 가장 유리하다. 한-중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40(역내가치비율 40% 이상)을 적용 받는다. 8457101000 기준 관세율
은 APTA 협정이 6.3% 가장 유리하다. APTA 원산지결정기준은 RVC45 및 RVC60(역내부가가치 누적기준
RVC 60% 이상)을 적용받는다.
또한 위 HS CODE를 기준으로 수입 시 제품의 CCC인증(중국강제인증) 및 수입상의 O인증(기계∙전자 제
품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통관 시에는 제품의 GTIN(Global Trade Item Numbers)과 CAS(제품화학코
드)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시사점
현재 중국 CNC선반의 보급율은 유럽, 일본 등 선진 제조국 대비 현저히 낮아 향후 시장잠재력이 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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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저가 제품을 넘어 중∙고급 제품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가성비가 아닌 고기술∙고품질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더딘 국산화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생산 CNC선반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편이나 향후 자국 기술
수준 및 국산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품질측면에서 압도하지 못하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유발된 공급망 문제로 이미 중국 제조업은 국산화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제조2025와 같은 제조업 스마트화 정책이나 좀비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의 국산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중국 제품과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
편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프리미엄화를 통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 제품 판매 시 핵심 요소인 A/S 제공을 위해 역량 있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쳰잔산업연구원,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 중국공작기계공구협회, 중국
해관, 한국무역협회, 중국자유구서비스망 및 KOTRA다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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