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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식품성분 데이터를 국가표준으로 개발·관리한다
- 국표원, 국립농업과학원을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 - 고품질 데이터 생산하는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22년까지 100개로 확대 ㅇ A씨는 매일같이 살과의 전쟁을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매일 아침마다 먹은 바나나 1개로 인해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바나나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100 g 당 84 kcal의 다소 높은 열량을 갖고
있으나 탄수화물이 파인애플의 4배인 21.94 g를 차지하고 있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식사량 조절이 가능
했고, 식이섬유가 1.9 g 포함되어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도 예방할 수 있었다.
ㅇ B 초등학교의 영양사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등을 고려해 주별 식단을 작성하고, 인원수에 따른 구매량을 결정하며,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ㅇ C회사는 국가표준 식품성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곡류군, 채소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당류군, 나트륨 등 9개 식품군별 섭취량과 암환자가 먹어야 할 양을 비교하는 암환자 맞춤형 식단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와주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현재 36개인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를 ’22년까지 100개로 발굴·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이 37번째 데이터센터로 지
정됐다.
＊ 분야별 핵심데이터(참조표준)를 측정 수집하는 전문기관으로,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를 개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을 국민 건강·영양 정책과 표준화 정책에 필요한 국가공인 핵심데이터(참
조표준*)를 제공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3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 참조표준 :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칭(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국립농업과학원은 1970년부터 식품원료와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
해 오고 있다. ‘19년부터는 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rda.go.kr) 포털을 통해 한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3,088점의 영양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는 민․관․지자체와 협업하여 각종 식품성분을 과학적
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개발·축적하고, 동 데이터는 국민 건강관리, 초․중․고 등 단체급식 영양사의 식단관
리, 식품성분 데이터 기반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식품성분 데이터는
한국인의 영양 섭취 실태 파악, 만성질환에 적합한 식단관리, 식량 수급 조절, 국내외 식품유통 등에 활용
되는 디지털 기반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성분 분야 외에도 첨단소재, 바이오, 환경 등 분야별 핵심데이터를 측정·수집하는 데
이터센터를 지속 발굴하고,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식품성분 분야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농식품 산업 육성과 참조표준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호환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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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2. 융복합 의료제품 수출을 위한 품질관리 자세히 알려드려요
-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 업체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데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됨
○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
준 등입니다.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 이번 자료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3. 일본 국립기술평가원, GHS 분류 및 라벨링을 위한 온라인 도구 4월 출시 예정
일본 국립기술평가원(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은 올해 4월 기업이 화학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GHS 혼합물 분류 및 라벨링 생성 시스템(NITE-Gmiccs)은 기업이 GHS 분류를 검색하고 라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구소 웹 사이트의 클라우드 기반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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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E는 2월 11일 보건부 및 환경부(Health and environment ministries)가 공동 주최한 “안전한 화학물
질 관리 방향 : 2020 년을 넘어서” 심포지엄에서 이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NITE 화학관리센터 데이터분석
부서의 Jun Kohzaki 수석은 NITE-Gmiccs의 영문 버전을 사용하면 영어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으며, 일
본어 버전과 형식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20878/japan-online-tool-for-ghs-classification-and-labelling-to-go-live-in-april
https://www.nite.go.jp/chem/ghs/ghs_index.html
https://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anzen/dl/180815-01.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4. 미국 워싱턴 주, 네 가지 식품 포장 유형에서 PFAS 사용 금지
미국 워싱턴 주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확인한 후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식품 포장에 과불화옥테인물질
(PFAS, per- 및 polyfluoroalkyl) 사용을 금지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왁스 코팅 대체품이 있는 랩 및 라이너 (liners)
○ 점토로 코팅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접시
○ 점토로 코팅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대체품이 있는 푸드보트(Food boat)
○ 코팅되지 않은 대체품이 있는 피자 상자
2월 22일 해당부서는 최종 대체물질 분석 결과 발표하고 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네 가지 유형의 식품 포장유형 내 PFAS 사용이2023년 2월부터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zview.wa.gov/site/alias__1962/37610/pfas_in_food_packaging_alternatives_assessment.aspx
https://apps.ecology.wa.gov/publications/summarypages/2104007.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유럽 살생물제품 위원회, 은 함유 5개 살생물물질 비승인 결정
유럽 살생물제품 위원회 (BPC*)는 은을 함유하는 다음 5 가지 살생물물질을 식품 및 사료 용도 (제품유형
4)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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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cidal Products Committee
○ silver zinc zeolite;
○ silver zeolite;
○ silver copper zeolite; 및
○ 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
BPC는 은 함유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활성탄 정수 필터로 사용시 사람에게 식수나 정수된 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체 건강 위해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BPC는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살포하지 않는 살균제 및 살조제 (제품유형 2), 수의 위생용 (제품유형
3) 및 식품 및 사료용 (제품 유형 4)으로의 peracetic acid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의 공동 승인에 대하여 긍
정적인 답변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ha.europa.eu/-/biocides-committee-proposes-not-to-approve-four-silver-containing-active-substances?utm_source=echa.europa.eu&utm_medium=display&utm_campaign=customer-insight&utm_content=homepage-updat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싱가포르, 납 함량이 90ppm을 초과하는 페인트 수입 및 제조 금지
싱가포르는 2022년 1월부터 수출용으로만 생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을 90ppm초과 함유한 페인트의 제
조 및 수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NEA*)의 환경보호관리법(EPMA**)의 개정안은 산업적 용도의 아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는 납 수준이 90ppm을 초과하도록 허용합니다.
* National Environment Agency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아연계 부식방지 페인트
○ 구리계 오염방지 페인트
위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페인트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용도로만 제한됩니다. 가구, 건물 또는 공공 장소에서 사용
하지 마십시오."
또한, 수출용 페인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NEA로부터 유해물질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23986/singapore-to-ban-import-and-manufacture-of-paints-exceedi
ng-90ppm-of-lead-content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G/TBTN21/SGP57.pdf&Ope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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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위원회, 플라스틱 식품접촉 물질 승인목록 내 목재가루 제거
유럽위원회는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FCM*)규정 16차 개정판 내 승인 목록에서 미처리된 목재 가루 및
섬유 (untreated wood flour and fibres)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 Food Contact Material
대나무 또는 다른 목재 가루를 함유한 FCMs는 지난해 6월 위원회 전문가 그룹이 2011 플라스틱 FCM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멜라민 또는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한 물질이 이러한 재료에 첨가제로 사용되어 규정의 허용 수준
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재료로 만든 제품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표시
없이 ‘천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지난 2월, 베네룩스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집행 당국은 목재 가루가 포함된 모든 플라스
틱 FCM을 EU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플라스틱 FCM의 프탈레이트에 대한 새로운 SML*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Specific Migration Limit (식품접촉물질 중 잔류하는 특정 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할 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최대 이동량/포장 단위면적 또는 식품의 무게 당 이동 물질의 무게로 표현)
한편, 플라스틱 FCM 규정 초안의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 목록에서 살리실산, 라우르산 및 비닐 에스테르 제거
○ EU 살생물제 규정(BPR*)의 적용을 받는 물질 용도변경
○ 제한적인 승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신규 라벨링 요구 사항
○ 특정 승인없이 일부 미생물 제조 물질 사용 허용
○ 공정 내 잔류 물질 처리를 위한 규칙 정의 (남은 물질 또는 부스러기, 오프 컷 및 스크랩
○ 유럽식품안전당국 (Efsa**)의 의견에 따라 물질의 정기적인 승인
* Biocidal Product Regulation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28870/commission-to-remove-wood-flour-as-authorised-ingredient-in-plastic-fcms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cs_fcm_meeting-ind_20200623.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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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러시아 자동차 엔진 시장의 모든 것
- 외국 브랜드 차량 엔진은 지정 파트너사 유통이 대부분, 현지 제조 진출을 고려해야 –
- 러 애프터마켓 엔진 수입은 하향 추세, 수출보다 기술협력 등 서비스업 진출이 유리 –
러시아 수입 통관시 분류되는 자동차 엔진의 HS코드는 8407 34와 8408 20이다. 자동차 엔진은 신제품(프
라이머리 시장)과 중고 엔진(애프터마켓)으로 구분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료로는 가솔린 엔진과 디
젤 엔진으로 나눌 수 있다. 신제품은 1차 시장인 조립공장과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유통되며 중고 엔진은
통관 시 품질보증과 관련 서류로 검토 후 2차 시장(애프터마켓)으로 유통된다.
러시아 자동차 엔진 시장 개요
러시아연방 통계청 자료 상의 자동차 엔진 현지 생산량과 수입량(Global Trade Atlas 통계)을 합산해서,
2019년 러시아 신제품 자동차 엔진 물량은 124만 9,000대이다. 2019년 기준 러시아 공식 통계로는 현지
자동차 생산량은 총 152만 5,000대로, 신제품 자동차 엔진의 국내 수요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2019
년~2020년 간 러시아의 자동차 엔진 국내 수요 추세는 긍정적이지 않은데, 2020년 코로나19로 수요가 악
화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무자가격리(락다운)와 저유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20년1
월~10월 간 러시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하였다고 한다.
2019년 러시아 신제품 자동차 엔진 시장 추정치
(단위: 대수)
지표

엔진 수량

국내 생산

337,174

수입

988,167

수출

76,018

전체 시장 규모

1,249,323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참고) 버스용 엔진은 미포함
2017-2019 러시아 승용차 생산량

- 8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38 2021. 03. 15 ~ 2021. 03. 21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유럽비즈니스협회(AEB: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의 승용차와 경상
용차의 총 판매량은 180만 591대로,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2020년 1월-10월 간 총 판매량은 135만
2,1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바 있다. 러시아 자동차 수요 감소는 차량용 내연 기관(엔진) 현
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차량용 내연 기관 생산량은 전년대비
16.9% 상승했으나 2019년 6.1%(33만 7,174대) 감소하였다. 2020년 1월-10월 동안 러시아 차량용 내연
기관 생산량은 23만 6,519대로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하였다.
러시아 차량용 내연기관(엔진) 현지 생산량
지표/연도

2017

단위: 대

2018

2019

307,012 358,983 337,174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

16.9

-6.1

2020

(1월-10월)
236,519
-15.1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애프터마켓 엔진은 러시아 중고차 시장과 관련이 깊다. 2020년1월~9월 동안 러시아 중고차 판매량은 약
39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하였다. 한편 2020년 7월 한달 기준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4%가 증가
하였고, 8월은 11%, 9월은 24%가 증가하였다. 이는 상반기 코로나19 의무자가격리로 판매량이 급감한 직
후의 소비 회복을 의미한다. Autostat(조사 기관)은, 러시아 중고차량 평균 년도가 2020년 8월 기준 13.6
년으로 2011년 대비 9.3년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 대비 0.2년이 증가하였다. 2019년 중고차 판매량은 약
540만 대로 2020년 판매량은 2019년도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러시아 중고차 평균 판매가는 1월 대비 10.4% 상승(51만3,600 루블->56만6,800 루블)했다는
점에서 중고차 수요가 2019년 대비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Gazeta.RU는 2020년 코로나19로
국민 소득이 감소하면서 중고차 수요가 확대된 것은 명료한 사실이며 이와 관련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시장 수요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Avito(러시아 최대 중고제품 거래상)에 따르면, 2020년 1 ~ 8 월
간 러시아 예비 부품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25 % 증가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기간, 자동차 엔진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하였고, 브레이크 부품은 50.2%로 크게 증가(애프터마켓 부품 중 최고 수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중고 자동차 엔진 판매처 모습

자료: https://avtodoka-msk.ru/(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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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동향
Autostat이 2020년에 발표한 2019년 러시아 중고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0.4 % 감소한 540만 4,500 대
(2018년 542만 2,500 대)를 기록하였다. 중고차 판매 중 LADA(제조사명이자 브랜드명) 판매 비중이 1위
(24.9%, 134만 6,500대, 전년대비 3.4% 감소)를 차지했다. LADA의 판매량은 도요타(59만 7,600대, 전년
대비 0.8% 감소), 닛산(30만 3,900대, 전년대비 0.7% 증가), 현대(28만 4,600대, 전년대비 0.7% 증가), 기
아(26만 5,000대, 전년 대비 5.1% 증가)를 앞섰다. 이와 관련, 외국 브랜드 중고차 엔진 가격이 2020년 하
반기 기준 약 10% 증가하였는데, 현대, 기아, 쌍용, 대우(쉐보레) 엔진이 일본 및 중저가 유럽 차량 엔진보
다 20%~45% 가량 높은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 중고(계약)차 내연 기관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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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동차 엔진 수입 동향
2019년 기준 러시아 가솔린 차량 엔진(6자리 HS코드 8407 34) 수입규모는 12.8억 달러이며, 96만대가 수
입되었다. 2020년 수입규모는 금액 기준 전년대비 12.3%가 감소하였고 대수 기준 16.6%가 감소하였다.
10자리 HS코드로는 끝자리가 1000, 3009, 9109, 9908로 분류되며, 1000은 차량 조립용이고 9908은
1500cc 이상 급인 신규 엔진이며, 9109은 1500cc 미만 신규 엔진이다. 2019년 동안 9908제품 수입이 전
년대비 127.6%가 증가한 반면 1000제품은 47.5% 감소하였다. 한편, 9109 제품이 2020년 동안 155.3%나
증가한 바 있다.
가솔린 차량 엔진(HS코드 8407 34) 수입통계
2017

2018

2020.1월-11월

2019

HS코드별 제품
백만 달러

대

백만 달러

대

백만 달러

대

백만 달러

대

8407341000

736.6

534,739

799.4

563,129

419.9

251,992

144.8

75,999

8407343009

36.8

121,685

42.5

132,741

42.3

141,638

32.9

106,682

8407349109

5.6

7,020

9.5

11,269

73.0

48,309

186.3

10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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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총계

180,220

328.3

239,964

Vol.338 2021. 03. 15 ~ 2021. 03. 21
747.3

519,327

760.3

513,598

1,063.9 843,664 1,179.9 947,103 1,282.6 961,266 1,124.5 801,247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참고: 제품 영문 설명) 8407341000-new for industrial assembling/8407343009-used engines (over
1 000 cubic cm)/8407349109-new engines (no more 1 500 cubic cm)/8407349908- new engines
(over 1 500 cubic cm)
2019년 기준 러시아 디젤(세미 디젤 포함) 차량 엔진 수입금액은 약 6억 달러이고 수량 기준으로 16만 대
가 수입되었다. 2020년 수입규모는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디젤 엔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HS코드 끝자리 5799와 9907은 용량이 100kW 이상 급으로 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운송기
기(항공기, 선박 등)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 5799(100kW~200kW)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젤, 세미 디젤 차량 엔진(HS코드 8408 20) 수입통계
2017

HS코드별 제품

2018

2020.1월-11월

2019

백만 달러

대

백만 달러

대

백만 달러

대

백만 달러

대

8408201000

79.9

32,410

88.3

38,902

98.7

39,524

13.0

6,450

8408205108

0.6

886

0.9

995

1.4

1,573

0.4

958

8408205502

23.5

6,121

24.2

6,230

16.3

4,361

1.1

308

8408205508

13.6

21,968

12.3

17 714

24.5

22,821

38.2

28,079

8408205791

65.0

16,909

88.7

20 476

63.4

15,377

-

-

8408205799

121.1

43,263

158.9

55 683

194.7

65,837

251.5

81,836

8408209907

263.0
22,751
339.3
27 816
239.4
19,046
567.1 144,308 712.9 167 816 638.5 168,539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224.9

18,375

529.3

136,006

전체

*(참고: 제품 영문 설명) 8408201000: new for industrial assembling/8408205108: other engines (up
to 50 kW)/8408205502: new for industrial assembling/8408205508: other engines (between 50
kW and 100 kW)/8408205791: new for industrial assembling (between 100 kW and 200
kW)/8408205799: other engines (between 100 kW and 200 kW)/8408209907: other engines (over
200 kW)
러시아 중고 엔진(HS코드 끝자리 3009)의 연간 수입 규모는 4,000만 달러(12만대~14만대)로, 지난 3년간
소폭씩 감소 추세이다. 대 한국 수입규모는 2019년기준 크게 감소(금액 기준 45.6% 감소, 수량 기준 48%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국가별 수입통계는 부재 중) 전체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이나, 대 한국 수입은 백만 달러 규모(60% 이상 증가)까지 기대 중이다.
가솔린 차량 중고 엔진 수입금액(HS코드 8407 34 3009)
금액(달러)
순위

점유율(%)

2019/

국가별
2017 2018 2019

2018(%)

2017

2018

2019

전체

36,817,895

42,537,776

42,356,917

100

100

100

-0.43

1

일본

31,270,818

34,470,038

34,724,836

84.9

81.0

81.9

0.74

2

독일

1,305,938

3,654,134

3,746,076

3.5

8.6

8.8

2.52

3

벨라루스

959,860

1,302,557

1,588,516

2.6

3.0

3.7

21.95

4

영국

476,321

1,011,178

620,647

1.3

2.4

1.5

-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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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726,637

690,369

536,144

1.9

1.6

1.3

-22.34

6

한국

814,993

720,422

391,967

2.2

1.7

0.93

-45.59

7

리투아니아

628,421

137,494

212,690

1.7

0.32

0.50

54.69

8

라트비아

133,583

71,388

122,349

0.36

0.17

0.29

71.39

9

프랑스

149,374

83,862

119,557

0.41

0.20

0.28

42.56

10

카자흐스탄

8,660

23,854

94,061

0.02

0.06

0.22

294.32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가솔린 차량 중고 엔진 수입량(HS코드 8407 34 3009)
수량(대)
순위

점유율(%)

2019/

국가별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8(%)

전체

121,685

132,741

141,638

100

100

100

6.70

1

일본

98,935

108,549

105,030

81.3

81.8

74.1

-3.24

2

벨라루스

6,439

9,124

22,549

5.3

6.8

15.9

147.14

3

독일

4,862

3,673

4,218

4.0

2.7

2.9

14.84

4

영국

1,828

4,392

3,227

1.5

3.3

2.3

-26.53

5

미국

2,364

2,316

1,700

1.9

1.7

1.2

-26.60

6

한국

2,690

2,342

1,213

2.2

1.7

0.86

-48.21

7

카자흐스탄

96

188

1,064

0.08

0.14

0.75

465.96

8

리투아니아

2,511

584

992

2.06

0.44

0.70

69.86

9

라트비아

443

401

514

0.36

0.30

0.36

28.18

10

프랑스

601

292

486

0.49

0.22

0.34

66.44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러시아 자동차 엔진 시장 경쟁 동향
러시아 제조업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제조사는 현대기아, 닛산, 도요타, 폭스바겐, 푸조 및 시트론(미츠비
시), 메르세데스(벤츠), Haval, 마즈다 등이며, 현지 제조사 공장에서 외국 브랜드 차량은 BMW, Skoda,
제네시스, 산타페, K5, Logan, Duster 등이다. 러시아가 수입하고 있는 신규 엔진은 대부분은 이러한 외
국계 자동차 현지 조립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계 차량의 현지 조립을 위한 엔진 공급은 거의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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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동차 생산에 진출한 외국 기업

자료: https://total-rating.ru/1353-inostrannye-avtomobilnye-zavody-v-rossii.html,
http://www.avtotor.ru/; https://vwgroup.ru/company/novgorod/
러시아 차량 엔진 제조사는 약 20개가 대표하고 있다. 잘 알려진 엔진 제조사는 AutoVAZ JSC, GAZ
Automobile Plant LLC, Autodiesel (Yaroslavle Engine Plant) PJSC, Diesel – Aggregat LLC,
Ulyanovsk

Engine

Plant

JSC,

Cummings

Kama

CJSC,

Tutaevsk

Engine

Plant

PJSC,

Barnaultransmash Holding Company JSC, Motor LLC, Zavolzhsk Engine Plant PJSC, Vladimir
Tractor Engine Plant LLC, Altai Engine Plant 등이다. 이 중 AutoVAZ JSC, Zavolzhsk Engine
Plant PJSC, Autodiesel (Yaroslavle Engine Plant) PJSC 및 Ulyanovsk Engine Plant JSC는 자동차 엔
진 제조에 특화되어 있다. 러시아 자동차 엔진 제조사는 현지 자동차 브랜드(LADA) 엔진과 트럭 및 버스,
디젤 차량 제조에 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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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요 엔진 제조사(선별)

자료: Spark Interfax, 각 회사 사이트
외국계 신차 엔진 공급사는 대부분 현지 조립용 엔진 공급이며, 수입 자동차의 애프터마켓(AS 시장: 기술
유지 보수, 엔진 교체 등) 엔진 유통도 병행하거나 현지 유통사를 통한 판매가 일반적이다. 대 한국 수입
엔진은 대부분 현대와 기아 파트너사이며, 최근 현대위아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클러스터에
공장 설립(2020년6월 기공식)을 통한 현지 제조업에 진출하였다. 체코에 소재한 현대차 공장도 자동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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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용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애프터마켓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산 엔진은 중고가 대부분이고 공급사는
중소 규모 자동차 부품사들이다. 러시아 중고 엔진 시장의 대표적인 공급국가는 독일, 일본, 중국, 아랍에
미리트(UAE), 영국, 미국,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홍콩, 체코, 호주, 베트남 등이다.
신차 엔진 외국계 공급업체 (2020년 상반기 기준 선별)

자료: Globus Fea (러시아 수입 신고DB활용)
2020년 상반기 기준 신규 엔진 한국계 공급사
· 현대 위아

· 현대차 체코 공장

· 현대 자동차

· 기아 자동차

자료: Globus Fea (러시아 수입 신고DB활용)
중고차 엔진 외국계 공급업체 (2020년 상반기 기준 선별)
공급업체
S.N.I SA

국가
스위스/독일

Yulian Kremeshkov

독일

ATS GMBH

독일

Al Azharan Used Cars And
Spare Parts L.L.L.C
Mercedes-Benz Ag Global
Logistics Center

공급하는 중고차 엔진 브랜드
Volkswagen, Skoda
Audi, Peugeot, Volkswagen
Mercedes-Benz, Citroen
Audi, Suzuki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Infiniti, Ford, Mb, Kia, Volvo
(UAE)

BMW, Hyundai

독일

Mercedes-Benz

Al Baar Used Auto Spare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Parts Co LLC

(UAE)

Inte-Auto GMBH
Dinova Co. Ltd

독일
일본

UAB Paslaugu Logistikos
Sistemos

Toyota, Nissan
Ford
Suzuki, Nissan, Audi
Volkswagen, GM, Nissan,

리투아니아

Ren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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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i Auto Used Spare Parts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Honda, Infiniti, Lexus, Mazda, Mitsubishi,
TR

(UAE)/일본

Domitori Shokai Inc.

Nissan, Subaru, Toyota

베트남/일본
Toyota
자료: Globus Fea (러시아 수입 신고DB활용)

2020년 기준 러시아 중고 엔진 시장에 알려진 한국 공급사
회사명

취급 브랜드(제조사)

Jae Heung Trading Co.

Mw-Line Co. Ltd

Kaiho Industry Co.Ltd.

Pioneer Company Ltd

현대, 대우

Honda, Toyota,

Toyota, Nissan, Subaru, Honda,

Toyota, Nissan, Honda, Suzuki, Mercedes-Benz, Ford, Peugeot,
Volkswagen
자료: Globus Fea (러시아 수입 신고DB활용)

유용정보
러시아의 신형 자동차 엔진과 중고 자동차 엔진의 유통 구조는 다소 차이가 크다. 신규 엔진의 경우 주로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의 전문 파트너사를 통해 러시아에 공급된다. 러시아 수입 통관도 현지 제조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 PSMA RUS LLC -> 러시아 자동차 제조 공장
Skoda Auto A.S/Volkswagen A.G. ->Volkswagen Group Rus LLC ->러시아 자동차 제조 공장
Toyota Motor Corporation/Gac Toyota Engine Co.Ltd. -> Toyota Motor LLC-> Toyota Motor
Manufacturing Rus LLC ->러시아 내 자동차 제조 공장
현대 위아->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러시아 내 자동차 제조 공장
한편 신규 자동차 엔진은 러시아에 등록된 외국 공급업체 자회사의 자동차 예비 부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서도 납품된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Mercedes-Benz Ag Global Logistics Center-> Mercedes-Benz Rus JSC
현대모비스-> Mobis Parts CIS LLC
Mercedes-Benz Rus JSC는 신형 및 중고 엔진 모두를 취하는 사례이다. 다만, 순수 러시아 기업(외국계
기업의 자회사가 아닌)이 신차 엔진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러시아 현지 기업은 주로 중고
(계약) 엔진을 취급하며, 전자 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유통한다. 따라서, 러시아 중고 엔진
수입업체는 소매 업체 역할을 하며, 제품 판매 전자상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Al Azharan Used Cars and Spare Parts L.L.L.C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AllMotors LLC (러시아)
Dinova Co. Ltd (일본)- Dingo LLC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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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동차 엔진의 일반적인 유통 구조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
러시아 수입 관세율(부가가치세 20% 별도)
HS코드
수입 관세율(%)
특징
8407 34 1000
0
산업 조립용
8407 34 3001
5
버스용 중고 엔진
8407 34 3009
10
기타 중고 엔진
8407 34 9101
5
버스용
8407 34 9109
10
8407 34 9902
0
산업 조립용
8407 34 9903
5
버스용
8407 34 9908
10
8408 20 1000
0
8408 20 5102
0
8408 20 5103
5
버스용
8408 20 5108
7.5
8408 20 5502
0
8408 20 5503
5
버스용
8408 20 5508
10
8408 20 5711
0
산업 조립용(버스)
8408 20 5719
5
버스용
8408 20 5791
0
8408 20 5799
5
8408 20 9902
0
8408 20 9903
5
버스용
8408 20 9908
10
자료: 모스크바 무역관(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 활용)
러시아의 자동차 엔진 통관 인증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바퀴가 달린 차량의 안전성 (TR CU
018/2011) 기술’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부품으로서 수입되는 신차 엔진은 적합성 인
증서 형식으로 수행되는 의무 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산업용 조립용으로 수입된 신차 엔진과 중고 부품
(자동차

엔진

포함)은

인증

요건

준수

평가

대상(The

Certification

Requirement

Compliamce

Assessment)은 아니라는 점에서 통관 여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 조립용이 아닌 일반 신규 엔진 통관은
EAEU 적합성 인증에서 요구되는 안전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통관 시 의무 인증이 필요 없다고 확인
된 품목들은 반드시 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 면제서’라는 공식 문서를 세관원에 제출해야한다. 일반적
으로 러시아 통관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현지 제조사, 유통사, 에이전트에게 맡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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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엔진, 서비스 포함) 관련 유망 전시회
전시회명

러시아 모스크바 산업 전시회
자동차 부품 및 조립 유닛, 엔진(부품 포함), 페인트, 화학 약품, 액세서리,

품목

워크샵 장비 등

개최지
(전시장, 도시, 국가)
주최
전시회 기간
웹사이트

Crocus Expo, 모스크바, 러시아
Crocus Expo
2021년 8월 24일-27일 예정
http://www.interauto-expo.ru/interauto/exhibition/

전시회명

제24회 모스크바 자동차 부품 디지털 전시회

품목

자동차 부품, 자동차 수명 체크 솔루션 및 유지, 액세서리 및 튜닝 등

개최지
(전시장, 도시, 국가)
주최
전시회 기간
웹사이트

Expocenter, 모스크바, 러시아
ITEMF Expo
2021년 11월 예정
https://automechanika.ru.messefrankfurt.com/moscow/ru.html

시사점 및 전문가 코멘트
러시아 신규 엔진 수입은 현지 진출 제조사 또는 공장 조립의 생산성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러시아
진출 외국계 제조사들은 계열사 또는 지정 파트너사들과 안정적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출이 매우 제한
적이다. 다만 러시아 애프터마켓 엔진(신규, 중고 모두 포함) 수입시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진출은 큰 장벽이 없다. 다만 러시아의 자동차 부품 전문 유통사 발굴과 제품 홍보가 관건이다. 한편, 중소
형 자동차 소비가 증가하면서 1500cc이하의 자동차 엔진 수출은 기대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유지
하되,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비스업, 현지 제조, 기술협력 등의 다변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
다.
Wheelgood(자동차 서비스 체인)의 공동 설립자 Barno Tursunova 대표는,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아직도 가격에 민감한 편으로 주로 1월~8월 사이에 수요가 커지면서 10%~20%씩 가격이 높아진다고 밝혔
다. 팬데믹 영향은 신차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예비 부
품 가격이 상당히 올랐으며, 엔진과 같은 핵심 고가 제품 교체 서비스업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단 예로, 2020년 3분기 동안의 자동차 서비스 청구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13% 올랐
고 서비스 시간 단가로 3.5% 정도 올랐다고 한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시장 분석 기관인 Autostat의
Tselikv 대표에 따르면, 2021년1분기 신차 시장 규모는 10% 감소할 것이고, 평균 10년 이상인 러시아 자
차 소유자들의 애프터마켓 부품 소비는 반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원 :
ㅇ 현지언론
https://vodi.su/kontraktnyiy-dvigatel/
https://www.gazeta.ru/business/2020/09/21/13261309.shtml?updated
https://yandex.ru/turbo/autostat.ru/s/press-releases/42471/
https://www.kommersant.ru/doc/4530038
https://tebiz.ru/mi/rynok-avtomobilnykh-dvigatelej-vnutrennego-sgoraniya-v-ro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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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
(http://static.government.ru), Globus Fea(https://globusfea.com/), 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자료 편집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中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 관리규정 발표
- 2021.1.12. 중국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 발표에 이어, 등록비안을 위한 표준화된 '자료 관리규정' 제정 - 온라인 시스템(https://zwfw.nmpa.gov.cn) 제품 정보, 안정성 평가결과, 일반 화장품에 대한 연차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중국 약품관리감독국(国家药监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등록비안관리 방법》 시행을 위
해 2021년 3월 5일 관련 화장품의 등록과 기재 업무를 규범화하는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
册备案资料管理规定)》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제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등록정보는 성급
식품의약품 관리 당국의 확인을 거쳐 국가식품의약품 감독총국 정무망에 의해 일괄적으로 공개된다. 이로
써 중국 내 화장품의 '전면 비안(全面备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비안이란, 화장품의 성분과 기술 관련 정
보를 국가식품의약국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다년간에 걸쳐 중국의 화장품 등록관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등록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12일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
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발표한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 발표에 의거해 화장품 및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의 등록 및 제출에 대한 절차, 시간 제한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등록자, 기록자 및 국내 책임자
의 책임과 의무가 구체화됐다. 특히 기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모든 신(新)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심사·승인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새로운 원료를 분류·관리하지 않아 기술심사 과정에서 심사 수위를 가늠
하기 어려워 지난 수년간 매우 적은 수의 화장품만이 신(新) 원료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기존 조례를 개정
한 2020년 6월의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化妆品监督管理条例)>와 2021년 1월 발표한 《화장품 등록비
안관리 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에서는 리스크 분류 관리 모델에 근거해 고위험 신원료에 대해서만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신원료에 대해서는 비치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즉,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기미 개선, 미백 기능이 있는 높은 위험군의 화장품의 경우 원료를 등록 관리하게 되며 또 등록된 원
료에 대해서는 3년 모니터링 기간이 설정돼 신원료 등록자는 모니터링 기간 내 매년 원료의 안전 사용 현
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 관련 법규 및 세칙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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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규정, (2) 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확인(클릭 시 페이지 이동)
자료: 각 기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요약
이번 3월 발표된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은 사용자 정보 관련 사항, 등록 및 제출에 요구되는 데이
터, 변경 시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계 종사자의 주의가 필요하
다.
국가약감국의 《화장품 등록 준비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 시행에 관한 공고(2021년
제35호)》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본문(총 6조항)은 화장품 등록 및 등록 자료 양식의 요구
사항을 중점적으로 명시했으며 부속서류는 주로 화장품 신소재 등록 및 등록자 및 공개 기술정보 등록 사
례, 각 자료 항목 요구사항과 안전성 평가 자료 양식, 신소재 연구제조 보고서, 품질 통제기준, 안전모니터
링 연차 보고서, 위험통제 보고서 등 관련 기술 문서의 작성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규정의 각 조항별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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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원문 및 별첨 자료 서식 다운로드 ☞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관리 규정 (2021년 제32호 공고)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발표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관리규정 주의사항
1. 화장품 등록 플랫폼 내 제품정보 등록 필수
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중국 내 화장품 등록자(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경내 책임자 및 화장품 생산
업체는 전국 통합 온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https://zwfw.nmpa.gov.cn)을 통해 화장품을 등록할 수 있
다. 그리고 2021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등록인, 비안인, 경내책임자는 반드시 신규 등록 플랫폼을 통해 특
수화장품 혹은 일반 화장품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부터는 기존 사용되던 화장품 행정허가
및 비치정보관리시스템에서 특수, 일반 화장품 등록신청을 받지 않으며 이미 기존 시스템에 신청을 접수했
으나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수화장품의 경우는 기존 플랫폼에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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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약품관리감독국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

자료: 홈페이지
2. 기존 시스템 내 기등록된 제품의 경우
화장품 사용의 안전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제품이라고 해도
신규 등록 플랫폼 내 2022년 5월 1일까지 제품 이행 기준과 제품 라벨 견본, 국산 일반 화장품의 제품 성
분표 작성 및 특수 화장품 판매 포장의 라벨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한다.
3. 화장품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2021년 5월 1일부터 등록자가 신규등록 시에는 반드시 제품 조제 원료의 출처와 상품명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품질 규격에 부합하는 원료와 관련해 원료의 품질 규격 증명서
또는 안전 관련 정보 또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등록 시 '규정'에 따라 방부, 자외
선 차단, 착색, 염색, 검버섯 제거 기능의 원료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에 따라 모든 원료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등록이 완
료된 화장품의 경우, 등록자는 신규 플랫폼 내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의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 보완해야 한다.
4. 스팟케어 화이트닝 기능성 화장품(祛斑美白) 및 탈모방지 화장품에 대한 효능 평가 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
2022년 1월 1일부터 스팟케어 화이트닝 화장품(祛斑美白)과 탈모방지 화장품 등록 신청 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인체 효능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스팟케어 화이트닝 제품과 탈
모 방지 화장품 등록자는 2023년 5월 1일까지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추가로 보완, 제출해야 한다. 2021
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신청한 스팟케어, 탈모방지 특수화장품은 2022년 5월 1일까지 적정 인체
효능시험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5. 일반 화장품에 대한 연차보고서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플랫폼과 신규 등록 플랫폼에 등록된 일반 화장품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등록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플랫폼 내 '1년 기간의 일반 화장품 연간 보고서'를 등
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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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전망
이번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 관리규정 관련 조치는 화장품 등록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존 현
행 규정상 중국 내 화장품 등록을 위한 제출자료는 《화장품 행정허가신고접수규정(化妆品行政许可申报受理
规定)》, 《화장품 명명규정 및 명명지침(化妆品命名规定和命名指南)》 등 각기 다른 10여 건의 규정으로 나
뉘어져 있었으며 2021년 1월자 신규 발표된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 이에 온
라인 등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파일 양식을 통일해 화장품 산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국
가약품감독국은 2018년부터 '관리 규정'의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국은 상하이·광동성·절
강성 등의 화장품 및 원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기관 조사 등을 통해 2033건에 달하는 현
장 피드백을 수렴, WTO/TBT에 해당 과정을 통보했으며, 이처럼 표준화된 등록 자료 기준을 제정·발표하
게 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소비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 전체 화장품 면허 생산 기업의
수는 5400개 이상,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 등록 기업은 약 8만 7000개사 이상이며 약 160만 개 이상의 제
품이 등록돼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 관리를 위해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정책, 규정, 조치, 행정 처벌기준 등을 꾸준히 제정·공표해왔고 중국 내 화장품 관리 메커니즘이 강화되고
표준화되는 추세다. 특히 이번 규정은 표준화된 자료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정
보를 구체화하며 전반적인 제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표준화 작업으로 참가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데이터의 형식 및
내용은 크게 조정되지 않았으며, 대신 규정된 데이터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료의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 작성에 참고할 수 있으며, 또 특수 목적 화장품 등록 연장시 관련 자료가 좀 더 간소화됐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과 중국산 화장품 간의 형평성을 위해 등록 자료 요구 조건 중 상당 부분의 일치화가 이뤄진 점
이 주목할 만하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정무 시스템 온라인화 추세에 맞춰 통합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편
의성을 높였다.
2021년도부터는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중 28건이 제·개정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K-뷰티 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으로, 이번 규정에 따라 수입화장품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명서류,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명자료와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 등 강화된 요구 자료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 약품관리감독국(国家药监局), 텐졘화성(天健华成), C2CC 미디어,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미국 상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 표준 개정법 제안
- 하나의 연방 'Made in USA'라벨링 표준 수립 - 주별로 상이한 추가 규정 삭제함으로써 혼란과 불필요한 법률 비용 방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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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조달 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되고 핵심산업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
을 발표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한 상품의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규제하나 각 주 정부에서 서로 다른 추가적 조항을
덧붙임으로써 기업들에 혼란과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상원에서
는 ‘Made

in

USA’

라벨에

대한 연방

표준을

만드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을 제안했다.
‘Made In USA’ 라벨링 표준 수립을 위한 ‘미국산 제품 강화법’ 의회 제안
2월 8일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위원과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위원은 하나의 'Made in USA' 라
벨링 기준을 만드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 S.297)을 의
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하나의 'Made in USA' 라벨링 표준을 만들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
기 위한 목적이다. 유사한 법안이 2020년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으나 하원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라벨링 규정은 주마다 상이한 추가 라벨링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
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각 주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이다.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위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Made in USA’ 라
벨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
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주는 기업이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가지의 상이한 라벨링 기준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 S.297)은 “Made in the USA” 또는
“Made in America” 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판매 및 광고 관련 독점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이
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앵커스 킹(Angus King) 상원위원은 소비자는 ‘Made in USA’ 라벨을 보며 자신이 고품질
의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벨은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정부 규정 간 차이
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 제조업체가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미
국 근로자 및 제조업체를 지원하려는 소비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을 의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산 제품 강화법’, 원산지 라벨링 관련 주정부의 패치워크(patchwork) 방지
연방 정부의 라벨링 규정과 다른 주정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Made in USA’ 표기는 최근 몇 년간 비글로
우 티(Bigelow Tea), 소고기 생산업체, 맥주 생산업체 등 여러 식품회사를 위주로 집단소송의 표적이 돼왔
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Made in USA’가 표기된 제품이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공급됐으며 소비자를 오도한
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이 원산지 라벨링 표준
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고 주에서 주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규정을 연방 라벨링 규정에 덧붙이는 패치워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주의 경우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에 더욱 엄격한 추가 기준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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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하나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오랜 기간 미국 내 제조에 중점을 두고 프리미엄 라인인 ‘Made in USA’ 라인을 만들어 제품을 판매 중인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 Athletics, Inc) 관계자는 연방법과 주법 간 상충되는 규정을 제거
함으로써 향후 미국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Made in USA’ 라벨링에 대한 하나의 연방 표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Made in USA’ 라벨링은 연방거래외원회(FTC)에서 규제 중
현재 연방법에서 ‘Made in USA’ 라벨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Made in USA’가 표기된 제품에 대해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규제를 법령화하기 위한 법안
을 발표했다. 법안은 연방 거래위원회가 불법적으로 ‘Made in USA’를 표기하는 업체에 대해 보다 쉽게 민
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 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기업에게 규제의 명
확성을 제공한다. 지난 해 제안된 법안에서 ‘Made in USA’ 표기는 최종 가공 또는 조립이 미국에서 이뤄
지고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가공이 미국에서 이뤄지며, 제품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성분 또는 구
성요소가 미국에서 제조되고 공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규정은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모든 제품 라벨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편 주문과 같이 제품에 부착된 라벨 이외에 광고
등에도 적용된다.
시사점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은 현재 미국 상원에 제안된 단계
로 아직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법 제정이 될 경우 ‘Made in America’
라벨 사용을 위해 연방 규정만 준수하면 되기 떄문에 판매되는 각 주의 규정을 검토하고 송사에 휘말리는
등 불필요한 법률 관련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4일 ‘바이아메리칸 강화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2월 24일 반도체 등 핵
심 품목의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는 ‘미국 핵심산업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Made in USA’ 라벨을 부착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혜택 및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진출한 우리 기업은 미국산 제품 강화법의 제정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Made in USA’ 라벨 부착을 위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 또
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 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료: Sandler, Travis &Rosenberg, P.A., ABC News, Angus King 상원의원 보도자료, Lexology,
natlawreview.com, Keller &Heckman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과테말라 미용의료기기 시장동향
- 피부 케어 관심 증가로 미용의료기기 관심도 증가 -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로 미용의료기기 관심 높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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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기기 시장동향
과테말라는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강한 색조화장에서 피부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품
의 판매량도 색조보다는 기초 케어 제품의 증가폭이 큰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Zona
10와 Zona 14지역을 중심으로 보톡스와 탈모 케어, 필러, 레이저 제모 등의 시술 목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피부과 Stétika 관계자 Paola Martínez는 2020년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용 분야 시술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로 대부분의 활동과 회의가 취소돼 지인에게 알리
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 시술은 주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고 있으며, 40대 이하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탈모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 레이저를 활용한 제모, 주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수입 동향(HS Code 901890)
(단위: 천 달러, %)
국가명

2018

2019

2020

20/19 증감률

합계

27,053,257

31,364,607

30,559,016

-2.6

1

미국

8,869,867

10,909,148

9,376,711

-14.0

2

일본

1,134,914

2,392,490

5,099,238

113.1

3

중국

1,970,257

5,029,714

4,855,940

-3.5

4

독일

4,183,583

3,430,607

3,286,872

-4.2

5

코스타리카

1,073,902

2,108,844

1,892,812

-10.2

6

멕시코

476,670

508,331

511,041

0.5

7

브라질

231,498

245,176

428,213

74.7

8

아일랜드

24,613

290,733

425,982

46.5

9

이탈리아

121,352

347,162

422,927

21.8

10

스웨덴

611,371

296,202

410,565

38.6

18

한국

337,764

274,850

169,166

-38.5

27,053,257
31,364,607
30,559,016
자료: Global Trade Atlas (HS CODE 901890)

-2.6

합계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수입액이 감소했으나 일본과 브라질의 미용 의료기기 수입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
다. 반면 한국의 수입량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바이어 접촉이 중
요하다.
과테말라 미용 의료기기 유통 구조

자료: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미용의료기기 경쟁 동향 및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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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미용의료기기는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피부과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직접 피부과에서
제조업체와 연결해 수입을 진행하기도 한다. 과테말라에 미용의료기기 전문 유통 업체는 많지 않으나 보건
등록이 가능하며, 피부과는 보건 등록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유통업체를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미
용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피부과는 아래와 같다.

분류

회사명

홈페이지

유통

Quatro International Trading

N/A

유통

Vellatec

http://www.vellatec.com/

유통

Stétika

http://www.esteticaguatemala.com/

피부과

Body and Face Guatemala

피부과

Ada Clinik

https://www.facebook.com/Dermagt/

피부과

Nova Aesthetics

https://novaesthetics.com/

피부과

Clinica Integral

http://clinicaintegral.com.gt/

피부과

Perfektima

http://www.perfektima.com/es/index.php

피부과

Laserwaycenter

N/A

피부과

Nova Laser

피부과

Medical Aesthetics

http://www.novalaser.gt/
https://aemedicalgt.com/?fbclid=IwAR1yYCfzokX8MA

https://www.facebook.com/bodyandfaceguatemala/?
ref=page_internal

-hISt0GQZgkve43E3ebSXILIn2_DXIRZcxwqPdFaUXDt0
자료: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조사

더불어 구매력이 높은 소비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홈케어 미용기기도 진출을 시작하고 있으며, 제품은 아
래와 같다.

자료 :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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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및 인증
미용의료기기의 관세는 0%이며, 제모 장치의 경우는 10%가 부과된다. 부과 가치세는 12%를 부과한다. 해
당은 수입 및 유통 업자가 보건부에 등록과정을 거쳐야하며 필요 서류는 자유 판매 인증서, 제품 기술 사
양, GMP(Good Manufacture Practices) 및 품질 관리 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시사점
과테말라의 주요 소비층을 중심으로 피부와 미용 케어에 대한 관심은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환경의 변화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로도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은 진출을 고려해 볼만하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방글라데시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시장동향
- 2015년 이후 방글라데시 건설부문 활성화에 따라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수요 증가세 -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수입 급감, 최근 건설현장 정상화 추세에 따라 다시 수입 증가 전망 –
- 장기적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부품조달 및 A/S체계 구축 필수 2015년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현지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수요가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이후 건설장비 수요가 급감했지만 2021년 들어 건설현장이 코로나 이전 상황
으로 회복되어감에 따라 수요가 곧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가격과 품질 모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장
기적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부품조달 및 A/S 체계 구축이 필수이다.
상품명 및 HS Code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HS 코드: 87059090)
시장동향
콘크리트 붐펌프트럭은 붐(boom)이라 불리는 일종의 파이프를 트럭에 장착하고 원격조정하여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지점에 부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2015년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전소, 도로, 지
하철, 교량, 수처리 설비 등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건설현장 필수장비인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수요가 급감했으나 올해부터는 건설사업이 재개되고 있어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 붐펌프트럭을 수입하고 있는 현지 유력 건설업체 Amir Construction사 마케
팅 관계자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현지 생산이 전무하여 전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데, 가격경쟁이 치열하지만 차대(chassis)부품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의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방글라데시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사양은 파이프 도달가능 거리가
36m, 42m, 46m, 48m, 55m, 58m인 제품들이라고 한다.
방글라데시는 운전석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 핸들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는 없고 공사 현장에서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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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프와 엘보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산중 인기있는 브랜드는 Schwing Sttetner와 Putzmeister인데 모두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
문에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높다. 독일산은 펌프 도달가능 거리 36m 사양에 대한 수요
가 높으며 현지 부품조달과 A/S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XCMG등
중국산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이탈리아 브랜드인 Cifa도 중국 현지 생산품이 수입되어 가격경쟁력이 높
다. 한국산은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입동향, 대한 수입규모 및 경쟁동향
방글라데시의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 인도, 한국 등이다. 중국산에는 이탈리아 브랜
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산은 모두 독일 브랜드를 현지 생산한 제품들이다. 건설붐에 따라 2018년에는
수입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이후 다시 감소했다.
방글라데시 콘크리트 붐 펌프 트럭 수입 추이
(단위: US천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수입액

814

5,516

4,039

1,128

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
2018년 방글라데시 최초의 핵발전소 건립이 시작됨에 따라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등 영향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이 급감했다. 현지 수입시
장은 XCMG, Sany 등 중국 브랜드가 입지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Schwing Sttetner,
Putzmeister 등 인도산 독일 브랜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산 건설중장비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콘크리트 붐펌프트럭은 2018년에 수출이 시작됐다.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수출 추이
(단위: US천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수출액

2,247

641

415

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
2018년 방글라데시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41%에 달했으며 중국산(33%)과
인도산이 뒤를 이었다. 2019년에는 중국산이 다시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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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
2019년 브랜드별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총 수입규모 404만 달러 중 상위 6개 기업 중 5개가 중국과 인
도 제조업체이다.
현지 건설업체 D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시장점유율 1위를 회복한 중국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제조업
체들은 할부, 360일 연지급 L/C 등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끌어 올렸다고 한다.

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
유통구조
방글라데시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시장 유통구조는 수출자-수입자(에이전트)-최종 소비자 형태이다. 방글라
데시의 경우 독점 에이전트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과 협력이 매우 중
요하다. 유력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원활한 부품공급과 A/S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한편, 방글라데시 콘크리트 붐펌프트럭 바이어들은 재고를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구매하
는 경향을 보인다.
관세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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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복잡한 관세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콘크리트 붐펌프트럭을 수입할 때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사전세(advance tax),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등이며 최종적으로 총
37%가 부과된다.
수출자가 제공해야 하는 인증서류는 SGS등 국제검사기관 보고서, Life Expectancy Certifacate(중고품의
경우) 등이다.
시사점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건설장비 수요가 급감했지만 2021년 들어 건설현장이 코로
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어감에 따라 수요가 곧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한다. 방글라데시 시장은 가격
위주의 시장이지만 콘크리트 붐펌프트럭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하루 18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품질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이로 인해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된 유럽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방글라데시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건설장비 인지도가 높으므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장기적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부품조달 및 A/S체계 구축이 필수
이다.
자료원 : 방글라데시 국세청, 다카무역관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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