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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45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
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 주름펴기)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상승시험을 하는지 여부
ㅇ (전기찜질기)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축열식 전기찜질기 부적합률 증가 및 관련 시험(온도상승 및 이상운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44부 : 전기 주름 펴기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
- KC 1001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 K 1002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전기 주름펴기)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및 내구성 시험 항목 미적용
* KC 60335-1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 적용하지 않는다
ㅇ (전기온수매트)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탈착 후 시험한다.
ㅇ (전기찜질기) 재현성(Repeatability) 문제로 인해 부적합률 주요 원인이었던 이상운전 시험 조건 및 방법
개선 등
- 이상운전 시험은 별도 시료로 시험 가능토록 문구 추가
- 시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밀봉상태를 만들기 위한 지그와 온도 측정 포인트 등 시험조건 신설
- 시료 개봉 이후 밀봉 상태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온도퓨즈 등을 고정하는 요구조건 신설
- 이상운전 시 표면온도 조건 완화(120℃ → 150K*(165~175℃))
* 국제기준을 부합화한 모포형 전기찜질기 안전기준(KC 60335-2-17)에 준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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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 OECD 회원국과 함께 제품안전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 실시 - 10.12.~10.20. 기간 동안 가전제품, 장난감 등 7개 분야 집중 점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
해(危害)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
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
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 (’18) 195건, (’19년) 218건, (’2) 230건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
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 온라인 모니터링 건수: (’19) 56,180건, (’20) 116,658건, (’21.8월 현재) 40,598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
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10.12.(화)부터 10.20.(수)까지 집중 실시한다.
* ① 장난감/게임 제품, ② 가전제품, ③ 생활용품, ④ 스포츠/레저용품, ⑤ 의류, ⑥ 어린이/유아용품,
⑦ IoT 제품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 ① 녹색소비자연대, ② 소비자공익네트워크, ③ 소비자교육중앙회, ④ 소비자시민모임, ⑤ 한국생활안전
연합, ⑥ 한국소비자연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위해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
(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
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
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21.4~)하여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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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
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요건 추가
ㅇ 벽지 적용범위 보완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영국 UKCA(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적합성 평가) 인증 안내
□ 배경
•

한-영 FTA 협정이 발효(‘21.1.1)됨에 따른 양측 정부간에 TBT 관련 기업애로 제기 및 표준·기술규정·적
합성평가 관련 정보교환 등의 논의 결과를 對英수출기업들에 알림

□ 영국 기술규제 개요
•

영국정부는 EU 탈퇴 이후(’20.12.31.), 영국 시장 출시 제품에 적용되던 CE* 마크를 대체하는 UKCA**
마크를 ‘21.1.1.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CE : Conformité Européenne(유럽 공동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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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CA : UK Conformity Assessed(영국 적합성 평가)
•

UKCA는 영국 독자적 강제인증으로, 제조업체 또는 위임대리인*은 제품에 UKCA 마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 영국 內 권한 대리인이나 책임자 위임 필요(EU 기반 권한 대리인 및 책임자는 불인정)
•

UKCA 마크는 CE 마크와 기술적으로 동일하지만 Great Britain(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하 GB)
시장 출시 제품에 적용됨

*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해당되어 UKCA 마크로는 출시할 수 없으며, CE 또는 UKNI(UK
Northern Ireland) 마크가 필요
□ UKCA 인증 관련 주요 내용
① CE 인증 시험성적서 수용
•

영국정부는 UKCA 인증 추진 시 CE 인증과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 기존 CE 인증 획득 시 수행된 시험
성적서의 서류검토 등 재시험에 대한 대안을 적극 권장함

•

CE 인증 旣획득 기업은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이 UKCA 인증 수행 또는 추후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② 시행일(유예기간 포함)
•

영국정부는 UKCA 인증 발효(’21.1.1.) 유예기간을 1년(~‘21.12.31.)으로 설정하였으나, ‘21.8.24에 1년
(~‘22.12.31.)의 추가기간 제공을 발표

•

이에, 제품표시 등 UKCA 순차도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연장됨

③ UKCA 인증 가이던스 및 영측 문의처
•

영국정부는 금년초에 제공했던 UKCA 인증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중이며, 10월 중에 업로드*할 예정임

*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gov.uk/guidance/product-safety-for-businesses-a-to-z-of-industry-guidance
•

UKCA 관련으로 기업은 영측 산업계 문의처*에 직접 질의 가능

* 문의처 : goodsregulation@beis.gov.uk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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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5. 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변경사항 안내
-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
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습니다.
*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과 심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
○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부작용 등) 제출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제출 삭제 ▲일반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대체자료(임상 문헌 등) 범위 추가 ▲모든 의약품 전자허가·
신고증 등 제출 면제입니다.
-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
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5년)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연 단위)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명
확히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에서 업체가 보고한 품목 유효기간 내 연도별 제조·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시스템에서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제출한 경우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업계에서 품목갱신 신청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품목갱신 심사절차·기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
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영국, 브렉시트 이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지침 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는 영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U 탈퇴 이후 영국은 화장품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EU 화장품 규정의
직접적인 사본이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조항은 무역 블록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HSE의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 영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영국에서 주소를 지정해야 하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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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정보 파일
○ 화장품 안전 보고서
○ 화장품에 대한 우수 제조 관행
○ 제한 물질에 대한 세부 정보
○ 착색제, UV 필터 및 보존제의 안전성 평가
○ 라벨링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PSS*)의 역할
*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이 지침은 북아일랜드(NI*) 또는 EU에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북아일랜드(NI)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HSE는 북아일랜드에 대해 별도의 기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 Northern Ireland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47346/uk-regulator-publishes-guidance-on-cosmetics-regulation-post-brexit
https://www.gov.uk/guidance/making-cosmetic-products-available-to-consumers-in-great-britai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metic-products-enforcement-regulations-2013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환경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1년 10월 8일 환경부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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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화장지 시장동향
- 위생인식 제고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 저가 제품 중심으로 여러 브랜드 시장진출 - 향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고품질 제품 수요 증가예상 캄보디아는 기존 화장지 소비가 크지 않았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위생인식 제고 등으로 시장이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저가제품 중심이지만 향
후 가처분 소득 확대에 따라 점차 고품질 · 다양한 상품이 확대되고 있다.
상품명 및 HS Code
- (HS 480300) 화장지류
- (HS 481810~481820) 화장지 및 클렌징 티슈류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화장지 시장동향
캄보디아 화장지 및 위생용품 판매량은 2020년 5,257만 달러(1,954억 KHR)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코로나19로 성장세가 소폭
감소했으나 매출규모는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이전에는 주로 화장지보다는 천과 수건을 사용했으나, 코로나
19 이후로 캄보디아 내에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9%정도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화장지 및 위생용품 판매액과 증가율

주: $1=4,000KHR로 계산
자료: 유로모니터
코로나19 이전에는 환경·문화·경제적인 이유로 화장지류에 대한 수요가 적었다. 우기와 더운 날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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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통의 크라마 스카프가 화장지의 대체재로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이 적은
편이다. 가처분 소득이 낮아 단가가 높은 휴지보다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천과 수건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
만 캄보디아 경제개발로 가처분 소득이 향상하며 중산층이 증가하였고, 도심인구와 젊은 소비층 증가, 정부
와 NGO의 위생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전통 스카프, 크라마(Khrama)

자료: 맥스 픽셀
2021년 8월 20일 기준 캄보디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8,242명이며, 누적사망자는 1,762명이다. 2021
년 상반기 운항 항공편이 1,089편으로 전년대비 89.5% 감소하며, 2021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도 약 10
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1.3%감소했다. 일부 지역통제, 야간통행 금지, 다중밀집시설 폐쇄, 식당 내 취식
일시 금지 등 방역 조치도 강화되었다. 코로나19는 화장지 및 물티슈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에
서도 일부 비축용으로 휴지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실직 등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라 식료품의 지출이 확대되었을 뿐 화장지·물티슈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으로 인해 호텔 및 식당들의 화장지 소비가 감소했다. 다만,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률이 58.68%로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아, 국내 및 해외 여행수요 회복에 따라 화장지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동남아 중심의 화장지 수입동향
캄보디아의 화장지 수입규모는 2016년 1,413만 달러에서 2020년 2,495만 달러로 1.7배 증가하였다. 캄보
디아의 화장지(HS 4803, 4818) 수입규모는 2016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0년 전년대비 하락했다. 화
장지류 주 수입국가는 중국 및 인근 동남아 국가이며, 그 외 휴지 및 유아용 물티슈 중심으로 미국제품들
이 수입되고 있다.
화장지 (HS Code 4803) 캄보디아의 최근 5년간 수입동향
(단위: 천USD)
순위
1
2
3
4
5

국가명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
싱가포르

7

한국
합계

2016
2,223
346
91
32
9

2017
2018
3,126
6,115
108
462
830
668
698
338
80
23
…
4
20
4
2,720
5,118
7,718
자료: ITC Trade Map

2019
8,896
1,035
1,363
313
11

2020
7,397
1,175
762
188
9

0
11,749

3
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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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및 클렌징티슈류(HS Code 4818) 캄보디아의 최근 5년간 수입동향
(단위: 천USD)
순위
1
2
3
4
5
9

국가명
중국
태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합계

2016
2,683
2,088
523
3,167
1,011

2017
2018
4,461
6,863
1,746
1,497
366
906
2,616
2,784
1,102
748
…
75
156
81
11,407
12,151
14,318
자료: ITC Trade Map

2019
12,566
1,505
931
2,118
1,078

2020
9,178
1,474
1,466
1,009
973

75
20,123

109
15,412

다양한 브랜드, 선도기업은 아직 없는 경쟁동향
캄보디아 내 위생인식 확산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화장지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제품이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유명브랜드가 있으나 브랜드별 점유율은 나눠져 있는 편이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Cellox의 경우 전체 시장의 10%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유력한 선도기업이 있기보다
는 여러 브랜드가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다.

일반 휴지류는 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가격에 민감한 제품
으로 현재는 1겹 휴지가 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향후 소득 증가에 따라 3겹의 화장지에 대한 선호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브랜드인 Cellox, 미국 브랜드인 Scott외에도 comfy 등 캄보디아 브랜드도 판
매되고 있다. 휴대용 화장지는 관광업 확대에 따라서 판매가 증가하였고, 캄보디아에서 창문을 열어두는 생
활방식으로 인하여 최근 학생들 및 일반인들도 휴대용 화장지를 휴대하고 다니고 있다. 휴대용 휴지에서도
cellox, scott, comfy, champey 등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다. 물티슈의 경우, 클렌징 티슈와 유아용 물티
슈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유아용 물티슈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품의 편의성으로 중산층의 이용이 증
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안전성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많다.
캄보디아 화장지류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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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eon mall, LTD, Komnit Express, MG 등 각 제품 판매처 및 홈페이지
휴지류는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제품 품질과 사용감을 홍보하며 마케팅을 하고 있다. SNS을 통해서 제
품품질과 강점을 홍보하거나 기존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공유하며 홍보한다. 더불어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에
서 대량 판매 프로모션으로 할인행사를 하기도 한다. 소득수준 증대에 따라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면서 품질을 강조하는 프로모션과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체 A社의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손소독제와 휴대용휴지 및 물티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라 계산대 쪽에 손소독제와 휴대용 휴지를 추가 배치했으며, 저가제품 중심으로 1+1나 일정수량 구매시 할
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상이한 유통구조
캄보디아에서 화장지류는 도심에서는 주로 하이퍼마켓, 편의점, 슈퍼마켓 등 현대적 유통망에서 판매되나,
농촌 및 지방에서 식료품 소매업체나 비공식 업체 등을 통해서 유통된다. 전체적으로 전통적 유통채널
(55.7%)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며, 편의점·하이퍼마켓·슈퍼마켓 등 현대적 유통채널(40.1%)은 전통적 유통채
널에 비해 비중이 적지만 전통적 유통채널과 달리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티슈의 경우, 유아용
물티슈를 중심으로 유아용품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2015-2020 캄보디아 화장지류 유통별 점유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의점

6.6

6.5

6.4

6.4

6.3

5.9

하이퍼마켓

21.6

21.7

21.8

22.1

22.3

22.7

슈퍼마켓

9.3

9.7

10.1

10.7

11.0

11.5

소규모 판매점 등 전통적 유통채널

57.1

56.8

56.3

55.7

55.6

55.7

미용건강전문매장

3.9

4.0

4.0

3.8

3.5

3.4

백화점

1.4

1.4

1.4

1.3

1.3

0.9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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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로모니터
화장류에 대한 캄보디아 관세·세율 및 통관절차
캄보디아 화장지류 일반관세가 7%이며, 한-아세안 FTA 관세율은 제품에 세부 구분에 따라 0 ~ 7%의 관
세가 부과된다. 부가세 10%만 추가로 부과되며, 물티슈 등 일부 화장지류의 경우 미용용으로 구분되면 별
도의 상품등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외에는 일반 수입통관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나, 사전에 품목
분류와 통관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2021년 캄보디아 화장지류 HS코드별 세율
한-아세안 FTA 관세율

부가세

HS 4803

0 %

10%

HS 4818

0 ~ 7%

10%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캄보디아 수입통관절차(Asycuda)

자료: 캄보디아세관
시사점
캄보디아 화장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위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향후 시
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저가상품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성과
고품질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제품의 경우, 3겹 및 엠보싱 기술과 화학제품 무첨가 등 안전성
을 가지며, 캄보디아 경제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따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 14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68 2021. 10. 11 ~ 2021. 10. 17

다. 다만, 현재 진출한 브랜드가 많고 점유율이 나눠져있어 신규 제품 출시시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한 프로
모션 병행이 필요하다.
자료: 유로모니터, ITC Trade Map, 무역협회, 현지유통망(Aeon mall, lucky mart 등), 캄보디아 세관
(www.customs.gov.kh),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현지신문기사(Khmer Times, Phnom Penh
Post, Asean Today), 업체 홈페이지 등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동향
-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 2020년에 전년대비 28% 성장 –
- 무선 이어폰�헤드폰 부문 가장 큰 시장점유, 스마트웨어러블 부문 가장 빠른 성장률 상품명 및 HS code

HSCODE

상품설명

상품설명 (영문)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
851762

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

(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

시장동향
IT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예를 찾자면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인터넷의 발달,점차 소형화 되어가는 전자부품과 배터리 기술의 향상이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발달을 더욱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함께 폴란드에서도 웨어러
블 디바이스 시장이 매년 두 자리 수 비율로 성장해왔다.
폴란드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은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에 가속화되었다.이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제재 등으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개인의 활동량,스마트워치,스마트신발,
스포츠밴드 등 기초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보유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가 증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그 외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부문은 무선 헤드폰 및 이어폰 부문으로
점차 성능도 좋아지고 평균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규모는 4,941만 즈워티(약 1302만 달러)였으며,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이다.판매 수량 면에서 보면 2020년 47만7,300개가 판매되었으며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금액 면에서26.3%, 수량 면에서 1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 동향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판매량 (천대)

227.6

284.7

314.2

347.5

401.7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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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기준 증감률(%)

-

25.1

10.4

10.6

15.6

18.8

판매액 (백만 즈워티)

153.5

217.4

261.5

310.7

386

494.1

금액기준 증감률(%)

-

41.6

20.3

18.8

24.2

28.0

주: *추정치, 2021년 1~8월 평균환율(US$ 1=PLN 3.7945, EUR 1=PLN 4.5474)
자료: Euromitor International
수입동향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포함되는 HS code 851762 기준으로 볼 때,수입액은 2020년 1억8,670만 달러였으
며,이는 전년 대비 21.96%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상반기 수입액은 1,1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87%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독일,네덜란드,영국,슬로바키아,체코 등이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6.59%, 독일 수입이 17.04%, 네덜란드 수입이 14.63%, 영국 수입이 5.12%, 슬로바키아 수
입이 4.77%를 구성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주요 수입국 순위 4위 체코로 영국이 뒤로 밀려나
고 나머지 순위는 변동이 없으며, 중국 30.06%, 독일 17.52%, 네덜란드 12.24%, 체코 5.19%, 슬로바키아
4.69%를 구성한다.
동 품목 대한국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7.46% 증가한 8,500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58% 증가한 약 1,500만 달러였다.
폴란드 HS code 851762기준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입액
국가(순위)

증감률 (%)

1월~12월
2018 2019 2020

전체

1,235 1,531 1,867

수입액
국가(순위)

2020

상반기
2021

증감률 (%)
’21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1.96

전체

1,150

55.87

중국(1)

273

301

496

65.13

중국(1)

346

108.87

독일(2)

230

291

318

9.39

독일(2)

202

49.32

네덜란드(3)

246

263

273

3.90

네덜란드(3)

141

27.34

영국(4)

63

85

96

12.88

체코(4)

60

107.56

슬로바카이(5)

19

43

89

107.07

슬로바카이(5)

54

50.73

한국(13)

59

67

85

27.46

한국(16)

15

57.5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1년 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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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동향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이미 폴란드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브랜드들이 유통판매 되고 있다. 주
요 브랜드로는 Garmin, Samsung, Apple, Fitbit, Faxim, Tom Tom, Huawei, Sony, Polar, xiaomi,
LG, Asus 등이 있으며, 상위 5위의 브랜드인 Garmin, Samsung, Apple, Fitbit, Faxim가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다. 로컬브랜드로 Manta, GoClever도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선 이어폰의 경우 100~300즈워티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다. 헤드폰의 경우는 가격 폭이 넓어 200즈워티
에서 3000즈워티까지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격대는 200~300달러 정도의 가
격대이다. 스마트 밴드는 100즈워티 정도, 스마트워치는 200~300달러 정도가 가장 인기가 있다.
무선 이어폰 인기제품

무선 헤드폰 인기제품

스마트워치 인기제품

스포츠밴드 인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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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앙은행 고시 2021년 1~8월 평균환율(US$ 1=PLN 3.7945, EUR 1=PLN 4.5474)
자료: benchmark.pl, morele.net, audiofanatyk.pl, gsmmaniak.pl
유통구조
유통구조는 국내외 제조사-수입 및 유통업체를 거쳐 전자�IT 전문매장 등의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전
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이미 5년전부터 전체 판매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매년 증가해 오다가 2020년 팬데믹 기간 급상승하여 전체 판매의 63.5%가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졌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전자기기로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향후에도 전자상거
래 판매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웨어러블 기기 유통채널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분석
주요 유통업체
업체명

홈페이지

Mediaexpert

www.mediaexpert.pl

X-kom

www.x-kom.pl/

RTV EURO AGD

www.euro.com.pl/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조사
관세율 및 인증
관세율: HS code 2936기준
- 제3국 관세율: 0 %
- FTA 적용기준 對 한국 관세율: 0 %
- 부가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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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 및 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유럽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 전자기기 수입관련 규제 및 인증에 준하여 CE인
증을 취득 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지침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지침으로는 환경 관련 규
제로 EU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EU 폐전기전자 제품 처리지침(WEEE), EU
ErP(2009/125/EC)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의무 규제가 적용된다.
전시회 정보
폴란드 전자IT 관련 박람회
전시회명
Electronis
Show

홈페이지

개최일, 장소

주요분야

2021년12월4~5일,

신기술 전자·IT, 다양한 전자제품

https://electronics-show.com/ 바르샤바 (Ptak expo

전시, 가상 및 증강현실, 최신 혁신

Warsaw)

기술 체험, 스타트업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조사
전문가인터뷰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 R사의 영업부장 T씨에 의하면, 최근 5년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가 급 성장했
다고 한다. 특히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이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이는 사용상의 편의성뿐 아니라 평균가격
이 내려간 것도 주요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스마트워치나 밴드 같은 스마트폰 연계의 기기들의 성장
폭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한다는 견해이다.
시사점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판매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자인, 편리성, 다양한 기능과 높은 성능,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
는 향상을 보일 뿐 아니라 평균가격이 내려가고, 저렴한 제품에서부터 고가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
어진 것도 시장 성장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IT 및 배터리 기술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의 노
령화 등으로 시장은 향후 수 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폴란드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전자기기 수입 관련 규정 및 지침
에 준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CE인증을 취득해야한다. 전자기기인 만큼 품질보증이 중요하며 확실한 품질
보증기간, AS 정책도 진출 전 갖추어야할 요건 중 하나이다.
동 시장은 향후 지속적 기술 향상 및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 이 산업에 주력하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benchmark.pl, morele.net, audiofanatyk.pl, gsmmaniak.pl
유통사 홈페이지, researchgate.net (썸네일사진),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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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싱가포르 헤어케어 시장 동향
- 웰빙 트렌드로 인한 천연 추출물 함유 제품의 다양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헤어케어 전문 살롱 매출 급감 상품명 및 HS Code
- 상품명: 두발용 제품류
- HS code: 3305
헤어케어 시장 동향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헤어케어 제품에 웰빙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
다. 다양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들이 지속 개발되고 있으며, 합성 향료, 파라벤 등 유해 성분의 “무
첨가”를 강조한 제품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의 습한 기후는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모공 막힘, 비듬, 탈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
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브레이커로 인해, 필수 산업군에 해당하지 않는, 헤어케어 전문 살롱은 임시
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영향으로 동기간 매출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외출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염색제 및 스타일링 제품 등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샴푸와 같은 일
상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요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 헤어케어 제품 카테고리별 소비규모 (2020년)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제품 구분

소비 규모

전년대비 성장률

염색

16.8

2.5

컨디셔너 및 트리트먼트

69.4

1.5

탈모 완화

4.8

2.3

2-in-1

0.8

-4.2

살롱 전문 제품

52.9

-7.4

샴푸

90.5

1.4

스타일링

16.8

-0.6

자료: Euromonitor (2021년 4월 기준)
글로벌 쇼핑 플랫폼 큐텐(Qoo10)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장에서 더블랙, 그라펜(Grafen), 쿤달(Kundal), 아
모레퍼시픽 려(Ryo), 스미브(SMiB) 등 한국 헤어케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국 헤어케어 브랜드인 쿤달(KUNDAL)의 경우,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과 식물성 기름 등 천연 추출물로 제
조한 샴푸 제품으로, 대형 드럭스토어 채널인 Guardian에 입점하여, 지속 판매 진행 중에 있다. 46가지
천연 추출물을 함유한 허니 앤 마카다미아 퓨어 내추럴 밸런싱 리프레링 샴푸가 인기 판매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7가지 파라벤을 포함한 12가지 유해 성분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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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KUNDAL) 제품 사진

자료: KUNDAL 공식 홈페이지
싱가포르 드러그스토어에 진열된 한국 제품

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헤어제품 수입 규모 및 동향
2020년도 싱가포르 내 샴푸 전체 수입액은 약 7,337만 미국달러이며, 전년 대비 약 2.1%가량 감소하였다.
수입액이 가장 큰 나라는 태국과 미국이며 2020년 기준 각각 2,075만 미국달러, 1,370만 미국달러의 수입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제품의 경우 2020년 기준, 518만 미국달러 규모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 중 7.07% 점유율로 전체 수입국 중 4위를 차지 하였다.
싱가포르 샴푸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HS코드 330510 기준)
(단위: 미국달러, %)
순위

국가

1
2
3
4
5
6
7
8
9
10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영국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전체

수입규모
점유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8,750,517
21,095,283
20,751,682 24.95 28.15 28.28
17,874,440
15,838,655
13,697,695 23.78 21.13 18.67
3,374,698
2,577,024
5,192,268
4.49
3.44
7.08
2,242,626
3,454,461
5,183,672
2.98
4.61
7.07
3,213,387
2,044,310
3,863,113
4.28
2.73
5.27
4,664,301
4,773,354
3,528,888
6.21
6.37
4.81
3,388,442
3,399,585
2,915,712
4.51
4.54
3.97
2,804,548
2,381,331
2,429,991
3.73
3.18
3.31
3,379,187
3,825,234
2,187,826
4.50
5.10
2.98
2,729,659
2,244,562
2,152,577
3.63
2.99
2.93
75,161,184
74,945,369
73,368,961 100.00 100.00 10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1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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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동향
도브(Dove), 럭스(Lux), 클리어(Clear), 선실크(Sunsilk) 등 브랜드를 보유한 Unilever 사는, 현지 대형마트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선점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Loreal 은, 소비자
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제품의 라인업을 선보이며 전문 살롱을 함께 운영하는 등의 전략으로, Unilever
와 함께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모이스트 다이앤 싱가포르(Moist Diane Singapore)의 경우, 자연 추출물 특성을 강조한 Miracle You 헤
어케어 트리트먼트를 출시 했으며 버터기름, 항산화제,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유기농 성분 포함 등 마케팅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헤어케어 제품 유통 채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전체 판매 채널 중 75.3%의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도 대형슈퍼마켓, 드러그스토어 등이 주력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다
만, 코로나19로 인해 싱가포르 국민들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구매가 활
성화 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 비중은 3.5%로 점유율 상승을 보였다.
싱가포르 헤어케어 유통채널 비중 (2020년)

자료: Euromonitor
관세율·수입규제
싱가포르는 담배, 주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나머지 모든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케어제품은 무관세 품목이나, 싱가포르 내국 거래 발생 시 7%
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
헤어케어 제품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서 정의하는 화장품 품목에 포
함된다. 따라서,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인 ASEAN Cosmetic Directive(ACD)을 따라야하며 아세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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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에서 언급된 금지 물질은 함유 불가하다.
또한,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의 라벨링 규정에 따라 아래 내역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영문
으로 표기해야한다.
싱가포르 화장품 라벨링 규정
연번

국문

영문

(1)

제품명

Name of the cosmetic product

(2)

제품의 효과

Function of the cosmetic product

(3)

제품 사용법

Instructions for use

(4)

제품 성분 목록

Full ingredients listing

(5)

제조국가

Country of manufacture

(6)

성분함량 (중량/부피)

Contents (weight/volume)

(7)

제조번호

Batch number

제조일 및 유효기간 (제품 사용가능 기간이 Manufacturing/Expiry date (Expiry date is only
(8)

(9)

(10)

30개월 미만일 경우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required for products with less than 30 months

함)

durability)

싱가포르 내 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명 Name and address in Singapore of company
및 주소

responsible for placing the product in the market

취급 시 유의사항 (특히 ACD의 III, VI, VII
내용과 관련됨)

Special precautions, if any (especially those listed
in Annex III, VI, VII in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자료: ASEAN Cosmetic Directive(ACD)
시사점
싱가포르는 높은 소득 수준을 기반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헤어케어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별 모발 유형과 두피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 특
별히 개발된 케어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향이 높다. 미국의 헤어케어 브랜드인 펑션 오브 뷰티(Function
of Beauty)의 경우,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모발 및 두피 상태 질의를 진행하고, 답변을 기반하여 적합한 제
품을 싱가포르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100% 맞춤형 헤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형과 배송 빈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K-스타일 유행에 힘입어, 려(Ryo), 쿤달, 댕기머리 등 다양한 한국 헤어케어 브랜드가 유입되었다. 해당 브
랜드들은 탈모 증상 완화, 두피케어 등 기능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헤어케어 제품 유통사인 H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만큼 현지 시장 내 수 많은 브랜드가 유입되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싱가포르 시장
진출 시,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기능 홍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래
COVID-19로 인해 로드쇼, 외부 판촉 행사 등 오프라인 홍보 수단이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재편된 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Watsons, Guardian 등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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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도 자동차 LED 라이트 시장 동향
- 한국, 2020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제1수출국 등극 - 전기차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좋은 LED제품 수요 증가 예상 인도 자동차 라이트 HS Code
자동차 라이트의 HS Code는 851220(차량용 라이트, 전기조명 또는 시각장비 포함)이며, 자전거용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 자동차 부품 시장
자동차부품산업은 인도 전체 GDP의 2.3%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손꼽히며, 관련 산업 종사인원도 150만
명을 넘어선다. 현지 언론 The Economic Times의 자동차 관련 보도자료(’21. 7.)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9/20 회계연도(FY20) 기준 1,040억 달러(약 7.7조 루피)에 이른다. 이 중 자동차 부품 산업
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70억 달러(약 4.2조 루피) 규모이다. IBEF(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에서는 인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FY16부터 FY20까지 연평균 6%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
며,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향후 자동차부품 산업이 FY26에 2,000억
달러(약 14.8조 루피)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내 부품별 비율(부품별 기업수 기준)
(단위: %)

자료: The Economic Times, 뉴델리무역관 자체 편집
자동차 LED시장
시장조사업체 Alliedmarketresearch은 인도 자동차 라이트 시장이 2016년부터 연평균 5.6%의 꾸준한 성장
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까지 3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차 라이트는 기본적으
로 차량 내·외부 조명역할만 담당했었으나, 일부 프리미엄 제품 소비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 및
내부조명도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 자동차 소식지 Motorbeam에 따르면, 최근 인도 차량 산업에도 튜닝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공장에
서 양산된 차량만을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차량 바퀴 휠, LED조명 등을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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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의 개인 차량 보유 비중은 2.2% 수준(인구 1,000여 명당 22대)이
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17.5%(인구 1,000여 명당 175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높아
지는 자차 보유비율과 함께 개인 차량을 튜닝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라이트의 구성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2008년 차량 라이트의 주 생산
제품은 할로겐램프 조명이었다. 비용 면에서 저렴하면서, 외관이나 밝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
이다. 하지만 10년 후 추세는 변하였다. 2019년 기준, 인도 전체 차량 중 80% 이상이 LED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LED 제품의 단점이었던 가격도 LED 생산이 많아지며 할로겐램프 가격수준까지 인하되었다. 이에 긴
수명과 낮은 전력소비,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LED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중국을 넘어 수출 제 1국가로 부상한 한국
2020년 기준 HS Code 851220의 연간 총 수입액은 1억 5,179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한국은 42.2%인
6,407만 달러를 차지한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액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며, 2020년 전년도
제 1수출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주 수입품목으로는 2020년 기준,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에 사용되는 램프계열이 55.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입품목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어 도어라이트 등 기타 제품용 램프(28.7%), 차량내부등(16.1%)이
차지했다.
HS Code-8512.20 국가별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1
2

수입액

20/21 변동률

2018

2019

2020

2021.1~4

한국

18,269

37,114

64,074

32,656

78.1

중국

30,451

38,726

25,278

14,281

97.8

3

싱가포르

16,019

17,056

10,964

9,534

108.4

4

독일

40,304

30,330

13,790

7,339

31.9

5

베트남

10

3

3,485

5,539

11,078.0

6

태국

16,855

9,525

6,521

3,878

57.0

7

말레이시아

1,403

143

3,778

2,640

588.4

8

일본

12,867

7,387

2,773

2,164

108.6

9

미국

8,478

4,716

4,481

1,994

27.3

10

체코

2,122

1,576

56.7

745
4,961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 노란색은 각 연도별 가장 높은 수입액을 표시한 금액
주요 경쟁 현황
인도 자동차 라이트 주요 제조업체로는 Autolite(인도), Hella Lighting(독일), Lumax(인도), Osram(독일),
UNO Minda(인도) 가 있으며, 이 중 Lumax는 인도 자동차라이트 시장점유율 중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다. 국외 기업들은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쉽(OEM) 체결 및 수출을 통해 현지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한다.
인도 시장 내 주요 기업 및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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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소개, 뉴델리무역관 종합
자동차 라이트 수입의 유통 구조, 관세 및 수입 규정
유통구조
일반적인 라이트 제품(할로겐 제품 등)은 인도 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나, LED 제품은 자체 제조가 불가능
해 해외로부터 수입 및 판매된다. 일부 LED 부품이 수입되어 OEM형태로 인도에서 조립되는 경우도 다대하
며, 그렇게 제조된 제품은 각 유통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 26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68 2021. 10. 11 ~ 2021. 10. 17

자동차 라이트 유통구조 도식

자료 : KOTRA 뉴델리무역관 재편집
관세
HS Code-8512.20은 한-인도 CEPA 적용 항목이다.
HS Code-8512.20 관세율
순서

CEPA 적용

구분

적용

미적용

①

기본관세

5%

15%

②

사회보장세

10%

10%

③

합산관세

①+①x② = 5.5%

①+①x② = 16.5%

④

IGST

18%

18%

⑤

총관부가세(③+④)

24.49%
자료 : Indiantradeportal

37.47%

인증
전자정보기술부(MeitY)의 전자정보기술제품 시행령(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Order, 2012)에 따라 LED제품은 필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LED제품별 인증 목록
인증

대상

IS 16102(Part 1)
10322 (Part 5/Sec 1)
IS 10322 (Part 5/Section 3): 2012
IS 10322 (Part 5/Section 5): 2013

일반 조명용 LED 램프
(Self-Ballasted L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고정용 LED 기기
(Fixed General Purpose LED Luminaries)
도로 및 거리용 LED 기기
(LED Luminaires for Road and Street lighting)
투광조명용 기기
(LED Flood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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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용 램프

IS 10322 (Part 5/Section 6): 2013

(LED Hand lamps)
조명등 체인

IS 10322 (Part 5/Section 7): 2013
IS 10322 (Part 5/Section 8): 2013

(LED Lighting Chains)
비상용 LED 조명기기
(LED Luminaires for Emergency Lighting)
매입형 LED 기기

IS 10322 (Part 5/Section 2): 2012
IS 16103 (Part 1): 2012
IS 10322 (Part 5)Section 9: 2017

Vol.368 2021. 10. 11 ~ 2021. 10. 17

(Recessed LED Luminaries)
일반 독립형 LED 모듈
(Standalone LED Modules for General Lighting)
조명등 체인-로프형
(Lighting Chain - Rope Lights))
자료 : BIS

BIS 공인 연구소에서 제품 테스트를 거친 후 BIS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제품 샘플과 비용을 BIS 공인
연구소에 제출하면, 적합여부에 대한 결과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BIS 신청사이트 내에 업로드 한다. 테스
트결과 수령 후 홈페이지 업로드까지 90일을 넘겨서는 안되며, 제품 적합성이 인정되면 BI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BIS 신청 사이트(클릭)
시사점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문제는 인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문제는 차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차량제조업체 Nissan Motor India의 관계자 Mr. Rakesh Srivastava씨는 이런 상
황에 대해 ‘인도 내 차량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반도체 부족상황에 차량 제조 및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 부족상황이 아니었다면 실제 차량생산은 20~40% 증가했을 것’이라
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10~12월 분기에는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량 생산 감소로
자동차 라이트와 같은 일반 부품의 수요도 비슷하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차량 생산은 다시 정상화에 오를 것이며, 이에 따른 기타 부품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내연기관차량에서 전기차로 변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채택
은 향후 더 강조될 것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램프는 주행거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적으
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전력효율을 고려하여 내연기관차, 전기차 등 모든 차량에서 LED의 활용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도 정부는 2021년 4월 LED 제품부품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발표했다. 총 623.8억 루피(한화 약
9,87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LED제품부품과 차량용 에어컨부품을 현지 내 생산 및 수출할 경우,
5년간 수출액의 4~6%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21.4.~’28.3. 기간 중 시행되며, 생산부품, 생산규모
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이 상이하니, 현지 내에서 생산을 희망하거나 이미 생산을 진행하는 우리기업이라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생산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 LED제품 PLI 비율표 (11페이지 참조)
자료: IBEF, GTA(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The Economic Times), Alliedmarketresearch,
Motorbeam, 인도 상공부, 인도 중공업부, 인도 관세청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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