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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
- 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404건(’19년 195건, ‘20년 209건)이 승인 받았
다.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5010발하여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품의 시장 출시 애로 해소와 정식허가 취
득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레 329건, 적극행정 29건
‘20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46건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
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동사업을 통해 작년에 15건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3월 19일) 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도 ‘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
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
개선이 신속히 이루지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
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대응(TBT), 한번에 해결하자
- FTA 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30일(화) FTA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간 ｢FTA
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하도
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번 업무협약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FTA에 이어 RCEP 타결 및 CPTPP 검토 등 다자간 FTA
추진에 따라 FTA활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효
율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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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이에 따라 앞으로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TBT종합지원센
터는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제공, 컨설팅, 협상대응 등 TBT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면서, 기관이 공통적으로
FTA활용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1차적인 기업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및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애로가 보다 확실하게 해소될 전망이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수출기업들이 개선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쉽게 애로사항을 해결하
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FTA종합지원센터와 TBT종합지원센터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연계
하여, 점차 복잡‧정교해지는 해외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기업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KS표준으로 성능 검사한다
- 국표원,‘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KS표준 제정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
는 기준이 마련됐다.
* 대용량 공기청청정기가 사용되는 실내 체적은 (84 ~ 288) m3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제정·고시한다.(3월31일)
이번 표준 제정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01.)’에 따른 넓은 실내 공간의 공
기질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 개발을 ’20.4월부터 추진*해 왔다.
* (과제명) 대용량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국제표준 개발(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 부산
테크노파크, 한국공기청정협회, 에어랩(주) 참여)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표준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기존의 일반 공기청청기 표준(KS C 9314)으로 시험하
기에는 시험설비 크기 및 시험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공기청정기 시험설비 보다 약 3.6~6배인 180 ㎥로
확대하여 공기청정 능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용량 시험조건에 맞도록 미세먼지 주입 방법·위
치, 농도 측정 방법·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기청정 능력 외에 소음, 오존발생농도 등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을 포함 하여 제정하였다.
제정표준(KS C 9326)에 따라,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곳은 부산테크노파크이
며, 4월 1일부터 시험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대용량 공기청정기 시험서비스를 위해 한국냉동공조협회도 시험설비 구축 추진중(~‘21.10.)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KS
표준(KS C 9326) 제정으로 설치 전에 제품 성능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다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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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검사가 가능해져 우수한 제품의 보급 및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기술로 만든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EC)으로도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표준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국산 상용표준물질 사업화 단계 진입한다
- ’20년도 시작한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 1년 성과 점검 - 국산 상용표준물질 사업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20년 시작한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R&D)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3월 31일(수)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 1주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 품질과 성능측정, 인증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 중(’20년 예산: 120억원 → ‘21년 예산: 136억원)
금번 워크숍은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국내 표준물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당일 행사에서 과제 책임자들이 화학⸱바이오, 전자⸱세라믹, 금속⸱소재 분야별 표준물질 개발 현황을 발표하
고, 표준물질 적합성 검증 및 사업화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표준가스, 미생
물 표준균주, 미세먼지 표준물질 등 표준물질 40개* 품목의 개발 성과(시제품)를 소개하고, 각 표준물질별
균질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며 국내 유통·보급 계획 등을 선보였다.
＊ 화학·바이오 분야 15개 과제, 전자·세라믹 분야 14개 과제, 금속·소재 분야 11개 과제
올 연말까지 이들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기관·기업은 KS A ISO 17034에 근거한 국가공인 표준물질 생산기
관(KOLAS) 인증을 획득하는 등 표준물질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발된 표준물질 사업
화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간 협력과 공급업체-생산기관-기업 간 연계 등의 표준물질 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
하였다.
또한, 동 사업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협력하여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과 표준물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과제별 표준물질 전
문가를 투입하여 맞춤형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세미나를 통하여 연구인력의 역량배양을 시키며, 국제
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COMAR) 등록절차 간소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국산 표준물질 등록을 지원할 계
획이다.
＊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 TC 334)가 운영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개발·생산된 표준물질을 등록하여 구매
기관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정보사이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표준물질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표준물질 조회 및 거래, 원료 및 장비
의 관리 그리고 표준물질을 활용한 비교시험 기능 등을 통해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 정보플랫폼은 국산 표준물질의 생산부터 활용까지를 지원하며, ‘20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임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부·장 2.0, 그린뉴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준물질을 개발함으로써 소
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자립과 시험인증의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 5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40 2021. 03. 29 ~ 2021. 04. 04

분야의 국산 표준물질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0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제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표시사항에 관련 국제
표준을 준용토록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레이저 포인터·장난감에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 nm)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
* 단, 타법(전안법, 의료기기법 등) 또는 생활용품이 아닌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은 제외
ㅇ (표시사항 국제표준 준용) 경고 라벨 및 주의사항*관련, 해당 국제표준(KS C IEC 60825-1)을 준용
* 안전수칙, 레이저 출력사양,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
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0일(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yungd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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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기술표준원)

6.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1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부속서 40」의 항목 중,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21.1.1)
으로 전기자전거의 3가지 구동방식(THROTTLE, PAS, THROTTLE/PAS겸용) 모두,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
능하여 PAS방식만 규정한 부속서 규정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PAS구동방식 전기자전거 조항 삭제(7.1.11항)
-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서의 승차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 및 PAS 구동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자전거
도로 운행 가능 표시를 하여야 함’
붙임 1. 안전확인 부속서 40 일부개정(안)
2. 안전확인 부속서 40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
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19(월)까지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이메일 : artlife1@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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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스마트홈 등에 활용 가능한 융·복합 표준개발, 시스템표준화로
해결한다
- 국표원, 산학연관 합동「전기전자 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발족 - 시스템표준화 지원용 온라인플랫폼(SyS NAVI) 구축·제공 디지털뉴딜 시대 융 복합 시스템에 최적화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관 합동 시스템표준화 포럼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내 표준전문가와 유관기관 관련자가 참석한 가
운데, 4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표준화 포럼은 기존 개별 제품·기술 수준의 단순 표준화가 아닌 빅데이터, AI(인공
지능), SW(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접목되어 스마트화된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에 활용 가능한 표준 개발·지원을 위해 발족되었다.
시스템표준화란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개인건강체크 서비스 등과 같은 유스케이스*를 분석해 관련한 비즈니
스, 기능, 정보, 통신, HW 등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개념의 표준화 방식이다.
* 기술간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니즈가 반영된 활동 시나리오
국제표준화 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도 높은 상호운용성이 요구되고 통합적인 표준화가 필요한 분
야 5개*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11년부터 시스템적 표준화 접근(Systems Approach)을 적용해 표준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 IEC는 ①스마트제조, ②스마트에너지, ③스마트시티, ④저전압 직류송배전(LVDC), ⑤능동형생활지원
(AAL) 등 분야에 시스템위원회(System Committees) 신설·운영 중
시스템표준화의 장점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 개발 표준 활용, ▲신규 표준 아이템 도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표준화를 추진하므로, 기존 개별 기술·제품 표준화 방식에
비해 수요 중심의 체계적인 표준의 개발·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용이하다.
이번 발족한 포럼을 통해 시스템적 표준화 접근방식을 국내에 활용 확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분
야의 시스템표준화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초대 포럼의장으로 선출된 한국전자기술연구
원(이하 KETI) 김영삼 원장은 “국책연구원으로서 그간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개발한 다양한 R&D성과가 시
스템표준화에 반영·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럼은 저전압 직류송배전(LVDC), 능동형 생활지원(AAL) 등 국내 대규모 실증단지*가 있는 분야의
시스템 표준을 우선 개발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신속한 실증과 상호운용성 테스트 기회 등을 제공
할 계획이다.
* (‘21년 上) LVDC(전라 나주) → (’21년 下) AAL(경기 시흥)
또한, 전기전자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과 협력해 포럼에서 도출한 표준화 아이템의 국제 및 국가 표
준화를 지원하고 ’20년부터 개발한 온라인플랫폼(SyS-NAVI)을 통해 ▲유스케이스 기반 표준분석 자료와
▲ 교육·컨설팅 정보 등을 웹서비스로 제공함으로서 산업계의 시스템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웹
서비스는 ‘21년 하반기부터 제공예정)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단일 제품·서비스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의 산업 간
연결․융합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 이라면서, “이번에 포럼을 발족함으로써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유스케
이스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표준화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앞으로 정부 및 표준전문가 뿐만 아니라 표준활용 기업들까지 시스템표준화에 참여 토록 유도하고 관련
포럼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확산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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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기술표준원)

8.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1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개
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광선특성(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한 정보 표시를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및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현행)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 (개정) KS G ISO 24348(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에 따라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함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범주(0~4) 및 설명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14호)
나.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다.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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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9.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안경테)의 안전기준을 개정
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위치·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및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현행)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 (개정) KS G ISO 24348(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에 따라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위치·내용을 명확하게 개선함
-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과, 포장/꼬리표에 표시하는 사항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함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15호)
나. 안경테 안전기준 개정(안)
다. 안경테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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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30.(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10.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
라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선글라스의 광선특성(자외선, 가시광선)에 대한 정보 표시
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니켈 용출량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및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현행)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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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KS G ISO 24348(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에 따라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용출량 측정
❍ 광선특성에 대한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개선함
- (현행) 자외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
- (개정)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에 대한 설명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5호)
나.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다.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30.(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11.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 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
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
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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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
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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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12.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프탈레이트 요건 강화(안) 공고
2021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내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 강화(안)을 공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DIBP 추가
-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유통하고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안전요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신규 물질(DIBP)를 추가함.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항목

허용치

DEHP

비고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BP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BBP

Benzyl butyl phthalate, CAS No. 85-68-7

DINP

총 합 0.1% 이하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DIDP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DnOP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DIBP

Diisobutyl phthalate, CAS No. 84-69-5

시행예정일: 2021년 6월 이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announce/bbs/bbsView.do?bbs_seq_n=66442&bbs_cd_n=6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3. 베트남, 내년 7월부터 페인트 및 광택제 내 납 사용제한
베트남 산업통상부 (MoIT*)는 페인트와 광택제에 납 사용을 제한하는 필수 국가기술규정 (NTR**)을 발표
했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베트남 내 유통되는 모든 페인트 및 광택 제품에는 납이
50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7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및 광택 제품 내 납 함유량이 90ppm 미
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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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한은 아래 제품에 적용되며, 페인트 및 광택제 제조/수입/유통 업체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 페인트 및 광택제 (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 포함)
○ 가죽 마감에 쓰이는 처리된 수성 안료
○ 수성 및 비수성 매질에서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형된 천연 중합체로 생산된 페인트 및 광택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38191/vietnam-to-limit-lead-in-paints-and-varnishes-from-next-july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4. 베트남 위생 화장지 시장 동향
- 코로나19로 위생 경각심 높아지며, 위생 화장지 수요 증가 -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및 높아진 위생인식으로 친환경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전망상품명 및 HS Code
베트남 제지산업은 인쇄용지, 화장지, 포장지 등 대다수 생산품들이 모두 생활필수품으로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낭무역관은 제지산업의 여러 생산품들 중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급 성장한 위생 화장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 정보를 작성하였다.

HS Code

품명

4818.10

화장지

4818.20

손수건, 클렌징티슈,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시장 규모 및 동향
(시장규모)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시장 규모는 14조 9,874억 동(약 6억
4,915만 달러)으로 지난 2015년 6조 5,316억 동(약 2억 8,290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 성장률은 19.9%로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생
용품 수요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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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시장은 크게 ▲ 종이제 식탁용품(Paper tableware), ▲ 고급 화장지(Facial tissue),
▲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Toilet paper)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소매용 화장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화장실용 휴지로 전체 시장의 약 60%(9조 59억 VND)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고
급 화장지가 37%(5조 5,502억 VND), 종이제 식탁용품이 2.8%(4,313억 VND)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률 측
면에서 본다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8.1%이며, 화장실용 휴지가 동기간
18.6%, 일반 티슈가 17.5%, 종이제 식탁용품이 14.6% 성장하였다.
소매용 화장지 시장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 소비자들의 위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화장지의 품질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품질 적합성 인증 마
크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모조품 적발 등 소매용 화장지 품질 관리에 발 벋고 나서고 있다.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억 달러, %)

자료 : Euromonitor
(시장 동향)
베트남펄프 및 제지협회(VPPA, Vietnam Pulp and Paper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500여
개의 화장지 관련 기업이 존재한다. Saigon Paper사와 Diana사와 같이 거대 유통망을 구축한 대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저품질의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중소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규모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화장지를 구매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
한 충성심이 없고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소규모 업체들이 화장지 제조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유통망의 부재로 대도시가 아닌
판매거점이 소재한 지역에 한정되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매화장지 품질을 눈여겨 보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인당 GDP가 높은 하노이, 호찌민 등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는 고급화장지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선두업체들이 앞다투어 고품질 화장지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18년 부터 품질관리 정책을 도입하여 가짜 브랜드, 저품질 제품의 시장 퇴출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높
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태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생분해성 천연펄프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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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어 향후 고품질 및 친환경 제품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낭내 대형마트의 화장지 진열대

자료 : KOTRA다낭무역관 촬영
지난 2019년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는 65.6%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6,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거
주하고 있으며, 2030년에도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화장지 기업들 역시
농촌을 주목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낮은 농촌지역은 고급 화장지와 물티슈보다는 화장실용
휴지를 생활 전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향후 농촌지역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위생의 중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화장실용 휴지보다는 그 대체품으로 고급 화장지나 물티슈 등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재활용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더 많은 브랜드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베트남 소비자들은 점차 가격보다는 품질을 구매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판되는 모든 화장지 제품에 대
해서 표준 적합성을 공식 증명하는 CR 마크의 부착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화장지 제조 및 수입업체들
은 화장지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 여부를 증명하여야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장지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CR 마크

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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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입규모 및 수입국 동향
2019년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제품(HS Code 4818.10, 4818.20 한정)의 수입 시장 규모는 약 256만 달러
로 2015년 대비 74.5%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소매용 화장지 제품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순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의 한국산 소매용 화장지 수입액은 약 112만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산 제품은 2019년 전년 대비 무려 400% 가까이 수입이 증가하며 1위 인도네시아를 추격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저품질 모조 제품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화장지 제품류에 대한 CR 마크 필수 부착
시행 이후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내 혹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보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인
식이 형성되면서 수입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HS Code 4818.10, 4818.20) 최근 5개년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명
전세계

1

인도네시아

2

한국

3

말레이시아

4

중국

5

태국

증감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2018

2,566

2,631

3,034

2,458

4,478

82.2%

1,546

1,661

1,615

1,002

1,899 (42.4%)

89.5%

(60.2%) (63.1%) (52.2%) (40.7%)
88

184

312

227

1,129

(3.4%)
151

(6.9%)
149

(10.3%)
261

(9.2%)
595

(25.2%)
490

(5.8%)
34

(5.6%)
27

(7.1%)
79

(24.2%)
86

(10.9%)
336

(1.3%)
247

(1%)
221

(2.6%)
219

(3.4%)
205

(7.5%)
263

(8.3%) (7.2%) (8.3%)
주: 2019년 기준 순위

(5.8%)

(9.6%)

397.3 %
-17.6%
290.6%
28.2%

자료 : ITC TRADE MAP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 내 주요 소매용 화장지 기업으로는 Saigon Paper, New Toyo Pulppy VN, Diana, Asia Pulp
&Paper, Cellox Paper, Song Duong Tissue 등이 있다.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은 약 40%로 선두업체
인 Saigon Paper는 2위~3위 그룹에 비해 약 2~5배 더 높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상위 6개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포진하여 있다. 지난 2018년 일본의 Sojitz사는 베트남 내
최대 제지업체인 Saigon Paper사의 지분 95.24%를 인수하였으며, 3위 Diana사 역시 일본 unicharm그
룹에 속해 있다. 그 외에도 Asia Pulp &Paper(인도네시아), Cellox Paper(태국)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친
숙한 PASEO, Cellox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NEW Toyo Pulppy VN사는 NEW
Toyo Pulppy Hong Kong사가 소유한 자회사다. 대표적인 베트남 기업으로는 Song Duong Tissue사가
있다.
주요 화장지 브랜드로는 Saigon Paper사의 고급 화장지 Bless You와 일반 화장지 Saigon, Diana사의
E’mos, NEW Toyo Pulppy사의 AnAn, Pulppy, Asia Pulp &Paper사의 PASEO, Cellox Paper사의
Cellox, Song Duong Tissue사의 Watersilk가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판매가 증가한 브랜드는 Sai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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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사의 일반 화장지 Saigon 브랜드로 화장지 부문 판매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의 나
머지 주요 브랜드들은 점유율이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베트남 주요 소매용 화장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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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 정보는 갑당 180 ~ 200장이 들어있는 갑 티슈 3 ~ 4묶음 기준
자료 : 각사 홈페이지 및 현지 언론
유통구조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유통구조는 전통적 오프라인 판매가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헬스뷰티 전문점(드러그스토어)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오프라인 판매의
대다수는 식료품 소매점(88.4%)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편의점, 대형 슈퍼마켓 등과 같은 현대적 소매
점이 약 44.9%, 시장 혹은 동네마다 위치한 작은 생필품 판매점이 43.5%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각 소매판매의 채널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장 판매 비율이 아직도
대세이지만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심을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채
널인 편의점과 중소형 슈퍼마켓이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전통 시장이나 전통 소매점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매장 판매 비율은 전체의1.8%로 아직까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브랜드
들은 오프라인과 전자상거래를 통합한 옴니 채널(온오프라인 매장 결합) 방식으로 판매를 집중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온라인 판매 비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더불어, 향후 언택트 소비 트렌드 확대와 이커머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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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유통구조

주: 2015년 ~ 2020년 판매채널별 점유율 증감추세 및 점유율
자료 : Euromonitor
관세율 및 규제
한국산 소매용 화장지의 경우에는 한-베트남/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소매용 화장지로
분류되는 고급 화장지, 롤 화장지, 물티슈 등의 베트남 수입 및 유통을 위해서는 Circular No.
36/2015/TT-BCT의 “화장지에 대한 국가 기술규격(QCVN09 : 2015/BCT)”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매용 화장지 제품은 시행규칙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스트 방법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 등 3가
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과 주소, 수입업자명과 주소, 상표, 제조일자,
사용된 펄프의 종류, 적합성 인증 마크(CR Mark)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급받은 인증 마크
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할
국에 인증 관련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HS Code별 관세율
품명 및 HS Code

VKFTA

AKFTA

VJEPA

(베트남-한국)

(아세안-한국)

(베트남-일본)

0%

0%

0%

10%

0%

0%

0%

10%

화장지
(4818.10)
손수건, 클렌징티슈, 고급 화장지, 타월
(4818.20)

VAT

자료 : 베트남 관세총국
시사점
코로나19는 여러 방면으로 베트남의 소매용 화장지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으며 화장지 수요가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가정 내에서의 식사 증가
에 따른 키친타월과 화장지, 화장실용 휴지의 사용 증가하였고,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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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펄프 및

제지협회(VPPA,

Vietnam Pulp and Paper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화장지 부문의 수요는 전년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앙 쭝 손(Hoang Trung Son) VPPA 부회장은 향후 베트남의 제지 수요는 매년 8 ~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충족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폐지 재활용을 통한 화장지
및 기타 종이제품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재사용 가능한 종이는 폐기물이 아닌 제지산업의 주
요 원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베트남 내 소매용 화장지 시장은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제품이 증가하는 동시에 시장은 고급 제품과 저가 제품으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의 기
준에 따라 베트남은 아직까지 중하위소득국가에 속하며,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생활소비
재 부문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
으로 소득 증가와 중산층 형성에 따라 위생과 건강을 가격보다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프리
미엄 제품의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Euromonitor, VN Express등 현지언론 및 KOTRA다낭무역관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5. 영국 인덕션 시장동향
- 팬데믹으로 주방기기 수요는 감소했으나 2025년까지 3% 성장 예측 –
- 밀레니엄 세대의 구매력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목표로 인덕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상품명 및 HS Code
인덕션 및 상업용 인덕션(HS 코드: 851660)
최근 시장 동향 및 이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영국 내 대형 조리기구 판매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대형 조리기구 판
매량은 2019년 대비 12% 감소하여 350만대가 판매됐다. 레스토랑과 리테일 영업 중단, 주택 보수 및 이전
연기,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10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빌트인 호브(Built-in hobs)
는 이 가운데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카테고리였으며 2020년 판매량은 9% 감소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팬데믹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장 및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영국 소비자들은 지출을
늦추고 더 저렴한 기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 평균 단가가 2% 하락했다. 영국
소비자는 특히 온라인 쇼핑 시 가격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봉쇄기간 동안 온라인쇼핑 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소비 평균 단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Beko, Indesit 및 Hotpoint와 같은 저렴한
브랜드는 대형 조리기구 내 입지를 강화한 반면 Smeg, Miele, Bosch와 같은 고급 브랜드는 판매에 더 많
은 타격을 받았다.
팬데믹 이후 대형 조리기구 시장은 2025년까지 3%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판매 대수가
400만대에 도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영국 소비자들이 빌트인 가전 제품을 점점 더 선호함에 따라 시장
이 안정되면 빌트인 가전의 매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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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기후변화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력사용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가스 주방기기보다 인덕션 주방기기의 수요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동향
최근 영국의 쿠킹용 조리기구(기타 전기오븐) 수입은 2018년에 비하면 감소했다. 전체 수입 중 약 80%가
독일, 중국, 폴란드, 터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이 2020년에 전년 대비 약
5pp(퍼센트포인트) 상승했으며 유럽 내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으
로부터의 수입은 2018년에 150% 성장한 이후 차츰 감소 추세이다.
기타 오븐(HS: 851660) 주요 수입대상국 및 통계
(단위: US$, %)
순위

국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전체
독일
중국
폴란드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미국
대만
태국
프랑스
스위스
홍콩
네덜란드
그리스
체코
한국

수입액
2019
744,794,988
191,714,559
137,763,131
118,241,345
142,014,746
60,281,856
47,509,740
10,540,215
7,105,736
1,630,968
5,263,259
4,738,780
1,525,175
1,716,972
3,964,683
1,152,963
1,164,260
2,931,259
472,509
1,061,639
444,891
자료: GTA

2018
787,479,471
215,095,319
133,121,738
108,396,920
167,354,542
58,803,622
47,650,446
8,893,981
7,298,328
771,236
4,954,259
9,039,027
2,026,257
795,874
5,090,203
671,293
3,404,004
8,241,085
1,921,660
1,127,727
638,940

2020
768,277,365
200,791,278
183,320,235
114,658,618
114,172,936
68,078,219
43,314,665
8,838,889
6,225,361
6,154,253
5,678,829
4,222,029
2,336,016
1,976,898
1,640,169
1,168,025
1,131,526
949,706
791,919
522,279
368,369

2018
100.00
27.31
16.90
13.77
21.25
7.47
6.05
1.13
0.93
0.10
0.63
1.15
0.26
0.10
0.65
0.09
0.43
1.05
0.24
0.14
0.08

점유율
2019
100.00
25.74
18.50
15.88
19.07
8.09
6.38
1.42
0.95
0.22
0.71
0.64
0.20
0.23
0.53
0.15
0.16
0.39
0.06
0.14
0.06

2020
100.00
26.14
23.86
14.92
14.86
8.86
5.64
1.15
0.81
0.80
0.74
0.55
0.30
0.26
0.21
0.15
0.15
0.12
0.10
0.07
0.05

대한 수출입 동향
영국은 한국과의 기타 오븐(HS 코드 870380) 교역에서 10년전부터 최근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2017년에 한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 무역수지 적자가 9,320달러까지 좁혀졌다. 영국의 한
국으로부터 수입은 1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며 10년전의 수입액과 비교하면 수입이 약 44% 증가했다.
영국의 대한 기타 오븐(HS: 851660) 수출입 통계
(단위: US$,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수입 255,180 236,542 321,318 531,661 540,194 710,595 444,487 638,940 444,891 368,369

-17%

수출

-35%

35,017

-

7,965

77,859 202,535 142,749 435,167 329,176 261,935 17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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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TA
영국 내 주요 브랜드 및 경쟁 동향
Miele는 최근 Generation 7000 주방 제품군으로 새로운 풀사이즈(full-size) 인덕션 호브 KM7897을 출시
했다. 해당 모델은 호브가 팬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세라믹 표면 어디든 팬을 이동하여 조리할 수 있다.
Wi-Fi를 통해 Miele의 Con@ ctivity 3.0 시스템과 연결하면 쿠커 후드가 호브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한다. Miele는 이 스마트 팬 인식 기능의 특허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가 브랜드인 Miele는 전체 대형 조리기구 브랜드 점유율 중 1.7%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브랜
드인 Beko와 Hotpoint는 각 12.2%,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고가 브랜드 중에는 AEG가 7.9%의 점유
율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인덕션 브랜드는Lincat, Falcon, Adventys, Nisbets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Nisbets은 1983년 영국에 설립된 영국 최대 규모의 케이터링 장비 공급 기업인데 자체 인덕션 호브를 공
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기업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등에 지사를 설립해 전세계 100개국으로
수출 중이다.
브랜드별 판매상품

자료: 해당 제품 리테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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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영국 내 대형 조리기기 유통은 크게 점포형 소매점(44.3%)과 비점포형 소매점(45.6%)을 통해 이뤄진다. 영
국 내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전문 소매업체는 Currys, AO, Argos 등이 있다. 백화점은 John Lewis,
Harrods, Selfridges가 대표적이다. 비점포형 소매점을 통한 전체 판매는 이커머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을 임시 폐쇄하는 리테일 기업들은 원격으로 매장 내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 지멘스, Smeg 등은 체험센터를 개설하는데 관심이 높으며 John Lewis는 2020년 4월부터
Zoom을 통해 무료 가상 예약을 통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7월 중순까지 3,500개의 예
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매업체 리스트
브랜드명

웹사이트

Currys

https://www.currys.co.uk/

AO

https://ao.com/

Argos

https://www.argos.co.uk/

John Lewis

https://www.johnlewis.com/

Harrods
Selfridges

https://www.harrods.com/
https://www.selfridges.com/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작성

유통 경로 도표

자료: 유로모니터

기타 오븐(HS: 851660) 수출 시 유의사항
영국의 기타오븐(호브 포함) 수입 시 기본 세율은 20%이나 한국산의 경우, 한-영 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20%이며 소비자에게 판매 시 판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리
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CE인증이 아닌 영국의 자체 인증제도인 UKCA를 준비해야 한다.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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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CA 마킹 부착 준수를 위한 이행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해 기존의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유통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UKCA마크 부착이 필수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UKCA 마킹 적용 타임라인

자료: 영국 정부
시사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내 봉쇄정책에 의해 많은 레스토랑이 휴업을 하게 되었고 소비자의 지
출이 위축되면서 인덕션을 포함한 주방용 조리기기 시장이 둔화됐다. 영국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보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집안에서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
택 리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요리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팬데믹 이
후 구입한 주택을 꾸민다거나 기존 주방을 리노베이션하는 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빌트인 가전을 사용하여 공간을 절약하고 깔끔한 외관을 선호하는데 이들의 구매력
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빌트인 인덕션 등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를 달
성하고자 앞으로 전력사용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가스 호브보다는 인덕션 호
브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국 바이어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품질이 좋은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원: 유로모니터 제품별 기업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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