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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용품 안전기준 3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3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공고문 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 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dy7824@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국표원장, "국제표준 기반 제품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15일, 우리가 만든 스마트제조 국제표준 적용 현장(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 아세안 등과의 표준협력 통해 국산 스마트제조 시스템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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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21.11.15(월) 오후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표준(IEC 61158-1 등 산업용 통신 표준)이 적용된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을 전(全) 생산 라인에 적
용한 국내 최초의 공장이다.
* 라피넷(RAPIEnet):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
라피넷은 엘에스(LS)일렉트릭이 개발한 국내 고유의 산업용 통신 기술로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이 분야 기술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산 장비와
솔루션에 비해 초기 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할 뿐아니라, 국제표준 기술로 개발돼 범용성이 뛰어나
다는 장점에 힘입어 국내에서의 실증 적용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와 글로벌 표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아세안(ASEAN)의 표준화 협의체인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ACCSQ)에 라피넷을 소개하는 등 최
근 공장 자동화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LS)일렉트릭의 라피넷은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선도 사례”라고 평가하고, “우리가 개발한 국제표준 기술과 이를 활용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아세안을 비
롯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 자율차 데이터·레벨 표준안 개발, 안전성 가상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 「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개최(11.1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레벨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 제정 작
업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성능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
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16일 전남 여수(히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율차
표준화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표준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18.11월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하여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등의 차량안전 서비
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 레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표준을 주로 인용하여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운전
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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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0(운전자동화 없음), 레벨1(운전자보조),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4
(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완전 운전자동화)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내년 상반기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
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같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V2X) 보안 등으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이뿐 아니라 국표원은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관
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3년까지 자율주행 가상시험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
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한국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
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요구사항,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공간 시험 등을 소
개했다.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예측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 데이터,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
과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 리콜 정보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출범 인증, 리콜 등 제품안전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이 11.18일(목) 서울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 포럼조직 : 총회 의장사(쿠팡), 간사기관(제품안전협회), 운영위 및 3개 분과위
제품안전정보는 가전, 레저용품, 완구 등 70만여개 제품에 대한 사진, 인증·리콜상태 등 자료로 약 1,400만
건을 국표원이 수집·공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체 보유한
제품정보와 결합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품안전을 위하여 쿠팡(포럼 의장)을 비롯한 다이소, 11번가, 한샘, 위메프, 우리홈쇼핑 등 30여
기업들이 뜻을 함께 하였다. 참여 기업들은 이 포럼을 통해, 제품안전정보 활용 방법과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안전정보 품질을 개선하며 정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쇼핑몰·유통, 소프트웨어·벤처, 제품안전산업 3개 분야 분과위원회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비대면 기업이 포럼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유통 사업자 외에도 제품안전정보를 가공해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도 참
여한 점이 주목된다.
금번 발족하는 포럼을 통해 쇼핑몰·유통, 소프트웨어·벤처, 제조, 금융 등 각 분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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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안전관리 모델이
생겨나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쇼핑몰·유통기업) 입점 업체가 등록하는 제품이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인증을 받았는지, 리콜된 제품은 아닌
지 등을 Open API로 정보를 받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자체 차단
(소프트웨어·벤처·금융 서비스기업) SW·벤처기업, 제조기업 등은 안전정보 앱, 시장조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 개발하고, 금융사는 기업의 여신심사, ESG 평가 등에 안전정보를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 비대면
환경에서 입고제품을 검사하거나 판매 중 제품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안전을 관리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서, “특히, 포럼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품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준다면, 향
후 비대면 경제,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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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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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6.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
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
니다.
* 최근 3년간(’18～’20) 국내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
○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
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
개정 사항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아래 참조)이 포함됩니다.
√ 등록범위 확대 : 육류·수산·유가공품, 제비집 → 모든 식품(정부와 민간관리 대상 구분)
① 정부 관리대상 : 육류·수산·유가공품 등 4개 식품군 → 곡물·제분제품, 건강보조식품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하고 수출국(우리나라) 정부가 등록을 추천하면 수입국(중국) 정부
가 등록
② 민간 관리대상 : 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민간이 직접 등록
⇒ (등록방법)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를 통해 11월1일 부터 직접 등록
- 또한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됩니다.
① 영양성분표 개정 : ‘포장당 1회 섭취 참고량’ 관련 글자 크기 확대, 의무표시 대상 비타민·미네랄 종
류 변경 등
② 1회 섭취 참고량 개정 : 최근 미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하여 '1회 섭취 참고량'을 변경
③ 제품 포장 용량별 라벨링 조건 개정 : FDA가 제시한 1회 섭취 참고량의 200%~ 300%를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추가 표시 필요
○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수출‧입 관
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www.mfds.or.kr)에서
사전등록하시면 됩니다.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참여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à 알림 à 공지/공고 à 공지 à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계획’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yjkim0915@korea.kr) 송부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
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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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세부 일정

붙임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세부 일정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1. 12. 1. ~ 12. 7. (5일간) 13:00 ~ 17:00
○ 장소 :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
○ 대상 : 식품 수출업계 종사자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yjkim0915@korea.kr)
송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à 알림 à 공지/공고 à 공지 à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계획’에서 설명회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세부 일정 및 장소
연번

지 역

일 시

장 소

1

부산, 울산, 경남

12.1(수) 13:00~17:00

부산지방청 대강당

2

대구, 경북

12.2(목) 13:00~17:00

대구지방청 대강당

3

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

12.3(금) 13:00~17:00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2.6(월) 13:00~17: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강당

5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12.7(화) 13:00~17:00

서울지방청 대강당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7. 유럽위원회, 화장품 및 동물보호 제품에 대한 새로운 에코라벨 기준 설정
유럽위원회는 10월 26일 화장품 및 동물보호 제품에 프탈레이트, 내분비교란물질(EDC*) 및 기타 화학물질
그룹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에코라벨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Endocrine disruptors
해당 규칙은 비누와 샴푸와 같은 동물 관리 헹굼 제품에 처음으로 에코라벨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화장품
의 경우 이전에는 헹굼 제품에만 적용되었지만, 화장품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제품이 에코라벨을 받으려면 아래 7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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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
○ 생분해성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수생독성 및 생분해성
○ 금지 또는 제한물질
○ 제품 포장에 대한 요구 사항
○ 지속 가능한 팜유 원료 사용
○ 제품의 효능
○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정보 로고
에코라벨 제품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및 생식 독성 물질(CMRs*)
○ 고위험성우려물질(SVHCs**)
○ 미세플라스틱 및 마이크로비드
○ 나노물질
○ 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s***)
○ 내분비 교란 성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물질
○ 이소티아졸리논
* Carcinogens, mutagens and reprotoxic substances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의 경우, 선크림 제품에서 UV 필터 용도로 사용될 경우
금지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과민성 또는 생물축적성이 없는 방부제 및 착색제와, 어린이용으로 판매되거나 "순한" 또는 "민
감한" 라벨이 붙은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향제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가 알러지 물질로 나열한 향수에는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EU CLP* 규정에 따라 급성독성, 특정장기 독성,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을 유발하거나 수생 환경이나 오존
층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의 제한함량은 중량 기준 0.01%이나 헹굼 제품의 경우 0.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0.001%입니다.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그리고 UV필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축적되지 않거나 독성이 낮은 경우에만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허용됩니다.
이미 에코라벨을 획득한 헹굼 화장품의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전에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위원회는 2024년에 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60798/new-ecolabel-rules-for-hazardous-chemicals-in-cosmetics-animal-care-products
https://ec.europa.eu/environment/news/clean-and-circular-economy-commission-extends-eu-ecolabel-all-cosmetics-and-pet-care-2021-10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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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8. 필리핀, 6가 크롬 화합물 및 카드뮴에 대한 통제 명령 발표
필리핀 환경 및 천연 자원부(DENR*)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가 크롬 화합
물과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통제명령(CCO**)을 발표했습니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Chemical Control Orders
새로운 규정이 11월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위 물질들의 수입, 사용 또는 유통 전에 이를 국가의
온라인 허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OPMS*)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GHS*의 제5차 개정판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Online Permitting and Monitoring System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 목록(PCL*) 준수 인증서가 있는 회사의 경우 특정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제
품의 경우 적용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existing Priority Chemical List
● 배터리
● 전자 장비
● 보석 및 도자기
● 화장품
● 음식
● 약제
● 비료
● 살충제
● 방사성 물질
● 연료 제품
해당 명령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는 화학물질 관리계획과 사고 및 비상시 대처 계획을 제출해야 하
며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관한 특정 조항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 크롬 화합물에 대한 DENR 행정 명령(DAO*)은 10월 26일 The Daily Tribune에 게재되었으며 11월
1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대한 DAO는 10월 22일 Philippine Daily Inquirer에 게재되었으며 11월 6일 발효
되었습니다.
* DENR administrative order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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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emicalwatch.com/361640/philippines-issues-control-orders-for-chromium-vi-compounds-and-cadmium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9. 2021년 홍콩 바이오테크 및 보건용 의료기기 산업 정보
- 홍콩에서 의료기기는 위험성에 따라 4개의 등급(risk class)으로 분류 - 스마트 병원, 원격 의료, 무인 수술, 최소침습 수술 등 과학기술 기반 제품에 주목 가. 산업 특성
산업 정책 및 규제
1) 홍콩 현행 의료기기 등록 및 수출입 제도
홍콩 위생처(The Department of Health)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인
체 유해성 등의 요인으로 측정하는 위험성 단계가 총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스크, 혈압계, 휠체어 등 위험
성이 낮은 의료기기들이 1급(Risk Class I)으로, 유방 삽입물, 신경 내시경 등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들
이 4등급(Risk Class IV)으로 분류되어 있다.
홍콩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 수출입,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홍콩 정부에서 2004년 11월부
터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행정 및 관리 제도’ (Voluntary Medical Device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를 시행해왔다. 위생처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제조사 및 수입업자 지침에 의해 의료기기 품질 관리, 제품 보관 및
교역 기록 통보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2~4급에 속한 의료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의료산업에 대한 홍콩정부의 지원
2021년 6월 기준 홍콩 정부는 혁신 및 과학기술 기금*(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679개의
바이오테크 산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비용 총 14억 홍콩 달러(약 1.9억 미 달러)를 지원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는 중국 의약품(Chinese Medicine)의 현대화, 생물 약품 제조, 분자진단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주: 혁신 기업들이 응용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연구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한 기금
3) 홍콩 과기원 시설 및 기술 지원
홍콩 과기원*(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은 생물의학기술(Biomedical
Technology)를 중점 발전 분야로 하여 제약, 의료기기, 선진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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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 지 총 150개 의 생명 의학기술 업체가 과기원 내에 연구센터 를 설립 하였으며 ‘생물의학 기술 지 원센
터’ (Biomedical Technology Support Centre)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건강관리 기기 혁신 센터’ (Healthcare
Devices Innovation Hub)를 운영하여 사무실 공간과 더불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3D 프린팅 및 모델 생성
설비를 기업들에 제공한다. 재정적 지원 부분에서는 생물의학기술 육성계획 (Incu-Bio Programme)을 통해 선
정된 업체에 4년간 최대 600만 홍콩 달러 (약 76만 미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 홍콩 정부가 2001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이며, 주로 과학기술 연구 관련 업체들을 지원함. 2020년 기준 총
830여 개의 스타트업과 과학기술 연구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산업 현황
주요기업 현황

자료: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이슈 및 최신 기술 동향
1) 과학기술 활용하는 바이오테크 산업 발전 방향
홍콩 거래소(HKEX)에 따르면,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바이오테크 기업의 IPO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
로서 홍콩에 약 250개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다. 이들이 대부분 스마트 병원, 원격 의료, 무인 수술, 최소침습
수술 등 과학기술 기반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미래에서는 암 질병 진단, 소
독, 수출, 재활 치료 등 분야에 로봇, VR, 인공지능 등 기술에 대한 사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의료 보건 제품 수요 상승
홍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홍콩의 노령인구 비율은 2019년의 18.4%에서 2039년까지 33.3%로 확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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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고 있다. 또한, 홍콩 시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의식도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만성질병
(심장병,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 그리고 안마 기기, 알람 기능이 있는 약통 등 보건 용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의 수급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0년 홍콩 의료기기 총 수출액은 150억 홍콩 달러
(약 19억 4,000 미 달러)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였다. 그중 99%는 재수출이며 이는 홍콩 내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비용이 중국 및 타 국가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의료기기 수출액 현황
(단위: 억 홍콩 달러, %)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자체수출(홍콩산)

0.29

+162.4

0.19

-33.1

0.11

-24.2

재수출

127.5

-2.1

149.8

+17.6

77.5

+1.0

총 수출

127.7
-2
150.0
+17.5
자료: 홍콩 무역발전국(HKTDC)

77.6

+0.9

품목별로 전자 진단 기기에 대한 수출액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1~6월 기준 전체 의료
기기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어 내과, 외과, 수의과에 사용한 기타 기기 및 도구는
20.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1.9% 감소했다. 또한 2019년부터 주사기에 대한 홍콩의
수출액이 감소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백신 공급 증대에 따른 주사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TOP 3 의료기기 수출 품목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의료기기 종류

기타 전자 진단 기기 (Other electro-diagnostic
apparatus)

비중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증감률

32.0

+6.8

28.4

+4.2

30.4

*

24.2

-7.3

21.4

+3.6

20.1

-1.9

17.4

+26.7

14.3

-3.9

13.9

-0.9

내과, 외과, 수의과에 사용한 기타 기기 및 도구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medical, surgical or veterinary sciences)
주사기, 바늘, 튜브, 캐뉼라와 비슷한 용품
(Syringes, needles, catheters, cannulae
and the like)
*주 :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차이 없음
자료: HKTDC
의료기기 종류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전자 진단 기기’에 대한 수출입 규모가 2017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액이 전년 대비 4.2% 상승한 42억 6,000만 홍콩 달러 (약

5억 5,000만 미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압도적인 수치로 홍콩의 전자 진단기기 1위 수입대상국으로 유지했지
만 2020년 대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심각한 코로나19 확
- 15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73 2021. 11. 15 ~ 2021. 11. 21

산세로 인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홍콩의 대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홍콩의 전자 진단기기 수입대상국 중 중국은 81%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기 생산비용이 비교적으로 낮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지역으로부터의 진단기기 수입액이 전년 대
비 2~3배 이상 상승폭을 보여줬다.
2018-2020년 홍콩 ‘기타 전자 진단 기기’에 대한 10대 수출대상국(SITC 77412기준)
(단위: 천 홍콩 달러,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

국명
수출 총액
중국
네덜란드
러시아
인도
이탈리아
독일
메시고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한국

2018년
수입액
3,822,894
875,347
258,910
246,935
234,598
204,288
110,233
119,063
162,910
152,882
80,199
23,914

증감률
20.6
-4.6
40.9
31.2
42
63.4
9.2
98.5
66.2
120.5
25.5
41.5
자료: 홍콩

2019년
수입액
4,082,053
990,409
416,553
261,397
248,411
164,678
99,200
116,008
186,132
74,527
86,836
17,096
통계청

증감률
6.8
13.1
60.9
5.9
5.9
-19
-10
-2.6
14.3
-51
8.3
-29

2020년
수입액
4,255,007
829,815
567,663
388,563
200,346
162,524
160,466
128,548
117,149
109,289
89,594
17,116

증감률
4.2
-16.2
36.3
48.6
-19.3
-1.3
61.8
10.8
-37.1
46.6
3.2
0.1

2018-2020년 홍콩 ‘기타 전자 진단 기기’에 대한 10대 수입대상국(SITC 77412기준)
(단위: 천 홍콩 달러,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명
수입 총액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베트남

2018년
수입액
2,804,521
2,234,800
446,659
79,303
5,899
13,373
21,819
702
752
1,205
7

2019년
증감률
수입액
14.7
3,243,445
30
2,550,344
23.8
498,278
78
154,254
26.8
8,623
27.7
12,006
24
17,994
-67
323
-2.7
922
752
694
-59.3
6
자료: 홍콩 통계청

증감률
15.6
14.1
11.6
94.5
46.2
-10.2
-17.5
-54
22.5
-42.4
-12.3

2020년
수입액
3,818,545
3,104,119
500,411
135,075
38,822
18,365
18,542
1,599
845
745
23

증감률
17.7
21.7
0.4
-12.4
350.2
53
3
394.9
-8.4
7.3
265.6

다. 진출전략
SWOT분석
Strength (장점)

Weakness (약점)

- 품질 관리, 지식권 및 법률제도가 잘 갖춰져있어

- 홍콩산 의료기기는 해외시장에서 홍보 및 진출이 많지

OEM 생산에 우세를 가짐

않아 인지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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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에서 첨단 생산 및 혁신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홍콩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외 기

- 중국과 CEPA를 체결했으며 중국 시장 진출 시 무관세

업들이 쉽게 진출 가능하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혜택, 낮은 시장 진입 장벽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 홍콩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소비자들이 건강 의식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손쉽
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기들에 관심이 많음

-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해외 글로벌 기업들 위주로 개발
되어 있으며, 홍콩의 R&D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시장에서 주로 해외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홍콩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유망분야
1) 기술 교류 및 협업
홍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바이오테크 및 혁신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 인재가 부족하여 주로 스
타트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 발전이 더딘 편이다. 반면, 한국 바이오협회가 발행한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 및 전망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024년에 20조 6,749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
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 시 홍콩의 발달된 지식재산권 및 법률 제도를 활용하여 홍콩 기업과 합작투자
방식을 통해 홍콩 및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홍콩은 중국과 CEPA를 체결했기 때문
에 이를 통해 관세 감면, 낮은 시장 진입 장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국제 간에 교류 및 최신 동향 파악
매년 4분기 홍콩에서는 국제 의료 및 보건 전시회(Hong Kong International Medical &Healthcare Fair)와
아시아 의료 건강 정상 회담(Asia Summit on Global Health)이 개최되며 일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최신 기
술을 활용한 보건용 기기도 함께 전시될 것이다. 아시아 바이오산업의 대표적인 전시회인 2019년 홍콩 국제 의
료 및 보건 전시회에는 총 61개 국가와 지역의 약 12,000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한 바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기
업들이 해당 전시회들을 계기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으며 업계의 최신 동향 및 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홍콩 무역발전국(HKTDC), 홍콩 통계청, 홍콩 위생처(Department

of

Health), 홍콩 과기원(HKSTP),

Office of the Government Economist, SIS International Research, OSIM, OTO, Kerry Medical,
Amazing Life, 한국바이오협회,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에티오피아 혈액분석기 시장 보고서
- 핼액 관련 질병의 증가로 수요 확대 및 수입 의존적으로 유망 - 유력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공공조달 시장 부터 노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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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HS 코드 (6 자리)
혈액분석기는 혈액 샘플 내 혈소판, 적혈구 및 백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는 분석 장치의 일종이다. 한
시간에 수백 개의 샘플 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전문가들에 의해 수기법으로 진행되는 전혈구 검
사 (CBC) 횟수를 줄이는데 쓰인다. 혈액분석기는 백혈병, 빈혈, 당뇨병 감염 상태나 암 등의 다양한 질병 들을 검
진하는데 사용되며, 해당 기기는 HS 코드 902780에 속한다.
시장 규모와 동향
에티오피아 내 혈액분석기

및 관련 시약시장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다. 과거 에티오피아에서는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의료 여건이 낙후되어 많은 환자들
이 검사를 받지 못 한 채 사망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빈혈, 혈액 감염,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의 증가세는 에티오
피아 내 혈액분석기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혈액분석기 시장은 3- 파트 혈액분석기와 5- 파트 혈액분석기, 두 종류에 의존하고 있다.

3- 파트

와 5-파트 혈액분석기의 주요 차이점은 5-파트 혈액분석기가 단핵구, 호중구, 림프구, 호염기구와 호산구 등의
모든 분류의 백혈구를 감지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3-파트 모델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5-파트 혈액분석기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단핵구, 호중구, 림프구만 감지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제 입찰을 통해 대량의 혈액분석기와 시약을 조달하고 있으며, 민간 병원이나 클리닉, 실험
실의 경우 수입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Agmas General Trade사에 따르면, 모든 혈액 분
석기 운용을 위해서는 각 분석기에 맞는 시약을 필요로 하며 시약들은 소모품으로 혈액 분석기 보다 더 빈번하게
구입되고 있다.
수입 규모 및 동향
2020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의 HS code 902780 품목의 총 수입규모는 약 1,240만 미화달러로 전년보다 약
4.24% 감소한 수치다. 최대 수출국은 2020년 기준 약 450만 미화달러와 전체 시장 점유율 36.11%를 차지한 중
국이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영국이 각각 190만 달러와 170만 달러규모를 수출했다. 2020년 기준 영국, 일본, 싱
가포르, 인도, 이탈리아로 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중국, 미국,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로 부터의
수입은 2019년 대비 증가했다.
2018-2020 에티오피아 902780 수입 트렌드
순위

국가
총계

수입규모(USD)
2018

2019

비중 (%)
2020

변화율(%)
2020/2019

5,411,392.35

13,012,928.43

12,461,529.25

100.00

-4.24

1

중국

2,424,611.49

3,180,011.70

4,499,741.62

36.11

41.50

2

미국

728,936.48

979,719.29

1,980,189.07

15.89

102.12

3

영국

602,197.60

2,500,653.58

1,693,607.57

13.59

-32.27

4

독일

257,102.84

817,435.56

1,499,631.11

12.03

83.46

5

일본

46,506.86

999,186.53

984,405.88

7.90

-1.48

6

싱가포르

3,118.46

1,615,148.45

344,833.39

2.77

-78.65

7

인도

148,452.10

301,578.10

249,822.62

2.00

-17.16

8

이탈리아

293,373.76

360,481.83

210,368.95

1.69

-41.64

9

대만

49,106.25

34,366.91

150,539.55

1.21

338.04

10

오스트리아

186,031.42

126,791.12

142,260.03

1.14

12.20

21

대한민국

1,259.10

11,412.75

15,992.31

0.13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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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Atlas Trade
Agmas

General

Trading 사의 Mr.

Ahmed씨와 Labarace

Medical

Equipment

Importer 소속 Mr.

Girum 씨에 따르면, 대한민국산 혈액분석기는 에티오피아 시장에서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두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같은 HS 코드 내에 다른 모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표에 기입된 데이터가 다른 제품 들을 가리
키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경쟁 동향
혈액분석기의 가격대는 모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혈액분석기는 3- 파트와 5파트 혈액분석기지만, 5-파트 분석기의 비싼 비용 때문에 3-파트 혈액분석기도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혈액분석기 시장은 Sysmex, Simens, Beckman Coulter, HTI MircoCC–20 Plus, Zybio, Mindray,
Duiri 와 Human 등의 유명 브랜드들이 석권 중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쉬운 사용 방법과 정확한 분석결과, 그리
고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Siemens 와 Beckman Coulter의 분석기들을 선호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시장은
Mindray를 위시한 저가 중국산 물품 들이 장악하고 있다.
공급 구조
Labrace Medical Device Importer사 Mr. Girum 씨에 따르면, 혈액분석기는 수입상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
게 판매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소매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관세율
아래 관세율은 세관의 상급기관인 세수부(Ministry of Revenue)에 의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혈액분석기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관세율
HS 코드

세율 형식

관세

소비세

부가세

VAT

원천징수

%

5

-

10

15

3

902780

자료: 세수부
수입규제 (무역협정들) 및 필요한 인증서들
에티오피아 식품의약국(EFDA)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기 및 관련 물자들은 수입 전에 적절한 등록 및 인증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등록 시 다음 서류들과 인증서들을 제출해야 한
다.
- 등록 신청서
- 대리점 계약서
- 적합성 선언서(DOC)
-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GMP)
- 품질확인보증서 (ISO, TUV, CE, FDA)
시사점 및 결론
Labrace Medical Device Importer사 대표인 Mr. Girum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혈액분석기의 수요는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유망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분석기는 병원, 클리닉과 실험실에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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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5-파트 혈액분석기의 가격은 비교적 비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3-파트 혈액
분석기처럼 단순하게 세가지 유형의 검사결과 만이 아닌 모든 다섯가지 분류의 혈액검사 결과를 한 번에 보여줌
에 따라, 환자의 진단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혈액분석기 브랜드인 HTI의 현지 대리점을 운
영 중인 Mr.Girum 씨에 따르면 혈액분석기는 주로 정부 입찰을 통해 구입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설 병원이나
클리닉들이 정부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품 구매를 이어갈만한 재정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빈혈이나 백혈병 및 기타 혈액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의 증가와 늘어나는 헌혈자 수 역시 혈액분석기 수
요 증가의 큰 요인이다. 향후에도 혈액분석기의 수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Agmas General Trading 소속 Mr. Ahmed 씨는 시장내 다양한 한국 의료기기들이 그 우수한
품질로 인해 알려져 있지만, 한국산 혈액분석기 만큼은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로 인해, 그는 한국 공급업체가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을 시 기꺼이
해당 업체들과 협업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자료: GTA, 세수부, 에티오피아 식품의약청(EFDA) 등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美 FDA, 손소독제 제조규정 임시지침 철회
- FDA, 미국 내 손소독제 공급 안정으로 제조 관련 임시지침 철회 - 향후 의약품 제조업체로 정식 등록된 기업만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생산 가능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내 손소독제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손소독제 제조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일반의약품 제조업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이를 기회로 미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FDA가 임시
지침 철회를 결정해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국(FDA), 손소독제 제조규정에 대한 임시지침 철회
지난 10월 FDA는 코로나19로 완화했던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제품의 제조에 대한 임시지침을 철회했다.
FDA는 팬데믹 초기 급증한 알코올 손소독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품의 제조규정 지침을
완화한 바 있다.
당시 FDA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업체도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이하
OTC) 제조업체로 등록해 손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국 및 등록된 아웃소싱 시설은 특정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합성할 수 있으며, 알코올 생산 업체는 FDA의 간소화된 지침을 준수할 경우 손소
독제용 알코올 생산이 허가됐다.
그러나 FDA가 완화된 손소독제 제조규정 임시지침을 철회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정식 등록된 곳에서 생산한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FDA는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완화된 지침에 따른 알코올 손소독제 생산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31일이나 그
이전 임시지침에 따라 제조된 손소독제는 2022년 3월 31일 이후 모든 판매를 금지했다.
손소독제 제조 및 유통업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임시지침을 준수해 손소독제를 제조한 기업 가운데 지침 철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알코올 손소독제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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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기 희망하는 경우, FDA의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포함하여 OTC 국
소 소독제 제조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 판매용 손소독제 생산 중단을 결
정했다면

FDA의

전자

의약품

등록

및

목록지침(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에 따라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FDA의 업체 등록 취소 절차 안내 :
https://www.fda.gov/drugs/electronic-drug-registration-and-listing-system-edrls/electronic-drug-registration-and-listing-instructions#dereg
한편 FDA는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혹은 1-프로판올 성분이 포함된 시판 손소독제 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입
자∙배급업체∙소매업체를 포함한 모든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판매업자들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손소독제 리스트는 FD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유해 손소독제 리스트 :
https://www.fda.gov/drugs/drug-safety-and-availability/fda-updates-hand-sanitizers-consumers-should-not-use
향후 전망 및 시사점
FDA의 손소독제 제조규정 임시지침 철회는 주요 유통업체와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손소독제를 확보했으며,
미국 내 손소독제 수급 문제가 해결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손소독제를 수출했던 우리
수출기업들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4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체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
은 업체가 제조한 손소독제의 판매 금지 조치가 발표되면서, 의약품 제조업체 미등록 기업들이 이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소독제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며 “FDA 지침이 바뀌면서 정식 의약품 제조업체의 손소독제가 아
니면 거래 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아트내추럴 손소독제

자료 : refinery29.com
이 밖에 FDA가 손소독제 제조지침 규정을 완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손소독제가 시장에 대량 유
통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DA는 OTC 제품
에 대한 리콜 조치 권한이 없어 특정 제품에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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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손소독제의 안전
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도가 높고 이름이 잘 알려진 손소독제 브랜드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우리기업들은 FDA의 손소독제 제조 규정과 미국 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 U.S. Food &Drug Administration, NBC News, Healthcare packaging 및 뉴욕무역관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 동향
-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렌즈 인기가 높으며, 뷰티렌즈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 - 제품 및 기업 다양화와 프리미엄화로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상품명 및 HS code
콘택트, 뷰티렌즈(900130)
시장동향
중국 콘택트 렌즈 시장은 대다수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
나, 팬데믹이 안정화되고 오프라인 매장 재개, 소비자의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정상화됨에 따라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매년 7~8%대 성장률을 보인 중국 콘택트 렌즈 시장은 2020년
-3.3%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소비가 회복되고 다양한 제품
이 고객의 수요를 충족함에 따라 기존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 (2016-2020)

자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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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렌즈 시장 트렌드
일회용렌즈 수요 증가
콘택트 렌즈 중 일회용 렌즈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제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몸에 착용
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편리함 뿐만 아니라 위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매일 교체하는 일
회용 렌즈는 렌즈 종류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감염 위험이 적다고 여겨지며, 세척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
요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메이크업 도구로서 뷰티 렌즈
또한, 뷰티 렌즈는 중국 소비자에게 메이크업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MZ세대의 소비력이 늘
어나고 외모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아이 메이크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크고 밝게 보이는 눈이 소비자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눈동자의 색깔을 바꾸거나 눈을
더 커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뷰티렌즈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뷰티 렌즈 제조업체는 제
품 판촉을 위해 왕홍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 타깃 고객인 젊은 여
성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비에 자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Cyanhill Capital(青山资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컬러렌즈 시장규모는 연평균 41%씩 성장하여
2020년 매출이 200억 위안에 달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이크업의 도구로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5년에는 500억 위안으로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컬러
렌즈 침투율은 7.5%로, 기타 지역 및 국가가 일반적으로 30%인 점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이 높다. 주의할
점은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은 컬러렌즈를 화장품이 아니라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등록증 및 생산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수분 공급에 효과적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
중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개인의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콘택트 렌즈 시
장에서도 프리미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눈 건강과 착용 시 편암함을 고려하여
수분을 머금은 렌즈에 활용되는 부드러운 소재이다. 눈 건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성립되고 있는 중국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진 콘택트 렌즈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비자의 수요를 반
영하여 콘택트 렌즈 주요 제조업체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의 다양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의 경우, 다른 렌즈 제품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보다는 교체 주기가 더 긴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더 많다. 이런 소비 성향을 고려하여 중국
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바슈롬(Bausch&Lomb)은 1달을 주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하이
드로겔 렌즈를 출시했다.
중국 내 판매중인 바슈롬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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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소후왕
콘택트 렌즈의 기능성 강화
더 많은 제조업체가 콘택트 렌즈 시장에 유입되면서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는 히알루로산을 활용하여 렌즈 내 수분 공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야외활동 경험을 위해 자외선 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사무직 직장인이나 학생을 위한 청색광 차단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시장 전망
중국은 근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근시인구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찾
는 소비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뷰티 렌즈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 소비자군의 소비력이 점점 제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계속 늘어나면서 콘택트 렌즈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
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시장규모는 100억 위안을 기록하며 8% 성장
세를 이어가고, 2025년 시장 규모는 14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 전망 (2021-2025)

자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경쟁동향
중국 콘택트 렌즈 시장은 주요 5개 정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기업과 DTC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더욱 파편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콘택트 렌즈 시장 내 수입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다수 기업은 중국
현지 브랜드이다.
중국 컬러렌즈 시장에서, 바슈롬, 존슨앤존슨 등 전통 콘택트 렌즈 브랜드와 한국 및 일본산 브랜드,
Moody, Cofancy 등 중국산 브랜드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 브랜드는 컬러렌즈 종류가 다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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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한국 및 일본산 브랜드는 해외직구를 통한 유통으로 인한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젊은 소비
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반영하는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기업
회사명

점유율(%)

상하이 하이드론 콘택트렌즈 옵틱스
(Shanghai Hydron Contact lens Optics Co Ltd)
바슈롬
(Bausch &Lomb Inc)
존슨앤존슨
(Johnson &Johnson Inc)
알콘 옵탈믹 프로덕트
(Alcon (China) Opthalmic Product Co Ltd)
쿠퍼비전 트레이딩
(CooperVision Trading (Shanghai) Co Ltd)
자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16.0
14.6
12.4
5.5
2.1

Moody는 무늬, 색깔 등이 십여 종에 달하며, 중국 브랜드는 특히 주요 고객층의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전
자상거래에 집중하고, 웨이보, 틱톡, 샤오홍슈 등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다른 브랜드와
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익숙한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특정 시리즈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618 쇼핑 축제 동안 해당 영역에서 상위 브랜드로 등극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수요가 빠르게 늘
어나면서 뷰티 렌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해당 브랜드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Cofancy,
KILALA, Moody, 4iNLOOK emd 중국 현지 브랜드는 각각 Pre-A, Pre-A, A, B+, B+ 라운드 융자에 성공
했다.
중국 뷰티 렌즈 브랜드 Moody 제품

자료 : 36Kr
유통구조
쿠룬데이터(库润数据)가 소비자 대상으로 콘택트렌즈의 주요 구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중
국에서 콘택트 렌즈 구입의 주요 경로는 안경 체인점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안경 체인점은 5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24.5%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2020년 콘택트 렌즈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와 속도로 지분
을 높여나가고 있다. 콘택트 렌즈 제조사들은 전자상거래르 통해 그들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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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 콘택트렌즈 주요 구입 경로

자료 : 쿠룬데이터(库润数据)
수입동향
중국의 콘택트렌즈 수입 규모는 2016년 2.16억 달러에서 2020년 3.9억 달러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증가율은 4.7%로 줄어들었지만, 2017-2019년 수입 증가율은 각각 19.7%, 24.7%, 15.6%로 두 자
리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상위 5대 수입 국가는 대만, 아일랜드, 한국, 미국, 일본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 비해 대만 수입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수입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수입 상위 5대 국가의 지위를 지켜오고 있다. 광둥성의 뷰티제품 수입상 K사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
젊은 여성 소비자는 여전히 한국의 뷰티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색깔이 있는 한국의 컬러
렌즈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답했다.
중국 콘택트렌즈 국가별 수입동향(2016-2020)
(단위 : 천 달러)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대만

46,576

66,384

90,779

116,698

162,630

아일랜드

64,301

78,927

83,765

74,425

67,937

한국

36,900

38,340

50,754

66,628

55,279

미국

25,742

26,676

37,104

46,780

27,809

일본

6,542

8,783

11,789

20,622

26,331

말레이시아

4,277

4,061

5,293

9,469

11,996

싱가포르

5,484

6,140

9,301

9,772

7,810

브라질

9,267

10,148

9,638

6,963

6,263

영국

3,930

5,271

5,142

4,566

5,055

인도네시아

2,696

4,493

7,452

4,113

4,955

257,854
321,589
자료 : 한국무역협회

372,810

390,297

수입총액

21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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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및 인증
중국 내 콘택트 렌즈에 대한 최혜국세율은 7%이며, 한국은 한중 FTA 세율인 6%가 적용된다.
HS code

최혜국세율(MFN)

한중 FTA 세율

증치세올

9001300000

7%

6%

13%

이통왕(易通网)
또한, 중국 내 콘택트렌즈 제품은 의료기기 제 3종에 해당되어, 중국 수입업체가 외국 기업 렌즈 제품을
식약감독관리국에 등록해야하며 중국 내 유통업체는 의료기기경영허가증이 필요하다.
시사점
근시 인구가 늘어나는 한편 현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진 중국 소비자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일회용 렌즈의 인기가
높으며 메이크업 도구로서 뷰티 렌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하고 고
급화되는 만큼 중국 콘택트 렌즈 시장은 점차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며 파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 및 기
업 다양화와 프리미엄화로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스태티스타(Statista), 한국무역협회, 이통왕(易通网), 쿠룬데이터(库润数
据), Cyanhill Capital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미국 의류 액세서리 시장동향
- 코로나19는 의류 액세서리 시장의 공급, 유통, 소비자 지출 등 모든 측면에 악영향 - 최근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출 회복 증가 추세로 하반기 실적 회복이 가속될 전망 - 의류 시장 경쟁 가속화에 따른 ESG, 메타버스 등 주요 트렌드 이슈에 주목할 필요 상품명 및 HS 코드
미국의 의류 액세서리 HS 코드는 392620이며, HS 코드 392620은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 장갑
을 포함한다) 제품 전반을 포함한다.
*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including gloves, mittens and mitts)
의류 액세서리 시장 동향
미국 통계국(인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 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 4월 매출은 234억
9700만 달러로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작년 대비 700% 증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
태 이전 2019년 4월 매출 규모인 223억 6000만 달러 보다도 5%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발표된 시장 조사 전문기관 IBIS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여성 의류산업의 매출은 많은 사업
자의 일시적인 영업 중지 또는 폐쇄로 인해 전년 대비 23.6%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으나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 및 오프라인 회복 추세로 2021년에는 약 307억 달러, 수익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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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산업 역시 전년 대비 약 4.1% 증가된 약 455억 달러로 예상했다.
미국 연도별 여성 의류 매출현황
(단위: US$ 백만)

자료 : IBIS World (2021, Women's Clothing Stores in the US)
미국 연도별 남성 의류 매출현황
(단위: US$ 백만)

자료 : IBIS World (Men's - Boys' Apparel Wholesaling in the US)
미국의 연도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공급망, 유통망, 소비자 지출 측면 모두에서 의류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매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경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대도시 중심의 회복 추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실질적인 회복을 전망했다. 미국 액세서리(핸드백, 가방, 액세서리 일반을 포함) 매출 현황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11 % 증가된 14억 달러 매출을 전망했다.
미국 핸드백, 가방, 액세서리 매출현황
(단위: U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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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BIS World (Accessory Stores in the US)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 동향 및 수입규모
2021년 미국의 의류 액세서리 수입액은 약 31억 달러로 전년대비 181.3%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
로 전체 수입액의 약 85%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캐나다 5% 순이였다.
1위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2020년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액은 약 27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이다. 그 밖에 높은 증가율은 보인 국가는 캄보디아로 전년대비 616% 증가한 약 4300
만 달러, 한국은 전년 대비 166.7% 증가한 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의류 액세서리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
수입액
순위

점유율

수입국

수입 증가율 2020/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0

세계

1,406

1,120

3,151

100

100

100

181.3

1

중국

1,139

863

2,703

81

77

85.7

213.2

2

캐나다

177

142

160

12.58

12.67

5.07

12.7

3

베트남

8

22

97

0.56

1.96

3.07

340.9

4

캄보디아

2

6

43

0.14

0.53

1.36

616.7

5

멕시코

9

5

34

0.64

0.44

1.07

580.0

6

말레이시아

7

6

22

0.49

0.53

0.69

266.7

7

대만

9

17

19

0.64

1.51

0.6

11.8

8

태국

8

6

11

0.56

0.53

0.34

83.3

9

과테말라

6

8

9

0.42

0.71

0.28

12.5

10

한국

2

3

8

0.14

0.26

0.25

166.7

자료 : IHS Markit
미국 의류 시장 유통구조
미국 내 의류 유통구조는 1, 2차 공급업체와 1, 2차 바이어로 구분된다. 1차 공급업체는 섬유, 면 등을 납
품하는 업체가 해당되며 2차 공급업체는 방직, 산업 기계 장비, 섬유 염색 업체 등이 해당된다. 1차 바이어
는 의류 도매 업체가 해당되며 2차 바이어는 의류 체인 소매점이나 백화점, 의류 인도 업체 등이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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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 의류 시장 유통구조

자료 : IBIS World (Women's Girls' and Infants' Apparel Manufacturing in the US)
의류 액세서리 인증 및 관세율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미국의 의류 액세서리(HS Code 392620)는 세부항목에 따라 평균
적으로 3~6.5%의 관세가 부여되지만, 한국은 양국 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외에, 미국 내 생산, 판매,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의 소비자 안전
법안 규제 대상이며, 2008년 11월 12일 이후에 생산된 모든 수입 소비자 제품은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안’(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품 통관 시 미 세관이 증빙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 안정성 인증은 NSF
International이나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같은 국가 공인 테스팅 및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의류 액세서리 경쟁동향
미국 내 의류 액세서리 경쟁은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Euromonitor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경쟁사별 시장 점유율은 각 업체별로 1~5%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판매 카테고리와 품목별로
다양한 경쟁 구도와 양상이 나타난다. 상위 주요 업체로는 GAP(4.8%), L Brands(3.7%), Walmart(3.3%)
가 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American Eagle Outfitters(1.6%), Lululemon Athletica(1.5%), Nike
Inc(1.3%)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쟁사별 점유율
(단위: %)
업체명

점유율

GAP

4.8

L Brand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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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mart

3.3

Hanes Brands

2.3

Target Corp

2.1

기타

68.4

자료 : Euromonitor
온라인과 이커머스 시장과 오프라인 점포 간에서도 경쟁 열기가 뜨겁다. 올해 초 CNBC 방송은 웰스파고
분석을 근거로 이커머스 대표기업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1위 의류 소매업체에 등극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미국 의류 시장의 품목별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11~12%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온라인 시장에서는 무려 35%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어패럴뉴스가 미국 시장조사기관 파이먼츠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커머스 혁신 전
략을 내세운 미국 백화점 노드스트롬의 지난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늘었고, 신발 매장
인 스케쳐스는 127%(2019년 대비 32%), 의류업체 갭그룹은 5~7월 29%(2019년 대비 5%) 늘어났다. 여기
에 도어 대시(Door Dash)와 파트너십 계약은 체결한 메이시스 등 백화점들이 이커머스를 활용한 의류 판
매에 주력하고, 중국의 온라인 패션몰 쉬인의 등장 등도 아마존과 월마트의 시장 점유율 변동에 영향을 끼
치고 있다.
분기별 미국 의류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아마존, 월마트)

자료 : 어패럴뉴스(파이먼츠 인용)
주요 의류 및 액세서리 시장 품목
2021년 미국 브랜드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조사한 브랜드 가치에 따르면 나이키가 7년 연속 세계에
서 가장 가치 있는 의류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상위 50개 의류 브랜드의 총 가치
는 코로나19 영향으로 8% 감소했는데,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3% 하락한 304억 달러로 나타
났으며 신발 브랜드는 의류 부문 중 유일하게 올해 평균 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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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류 및 악세서리 브랜드 가치
(단위: US$ 백만)

자료 : Brand Finance
미국 내 가장 많은 옷을 판매하는 아마존 베스트 셀러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Clothing, Shoes &Jewelry)
카테고리에 따르면 남성 의류에서는 남성 상의, 여성 의류에서는 여성 상의가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 셀러
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액세서리에서는 남성 비니가 여성 액세서리에서는 시계가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신발 부문에서는 Crocs 사의 신발이 베스트 셀러로 나타났다.
아마존 카테고리별 베스트 셀러
(단위: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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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mazon Best Sellers
특히, 아마존 패션은 Franklin &Freeman, James &Erin 등 7개의 자체 패션 브랜드를 개발하여 직접 판
매하기도 하고, 뉴욕 패션쇼에 참가하는 등 의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어, 현지 전문가들은 아
마존 패션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코웬(Cowen &Co)은 아마존패션의 확장이 메이시스
(Macys) 백화점 등 주요 판매업체들 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 것으로 분석했다.
시사점
최근 코로나19 상황 호전 속에서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소매 의류 부문에 대한 업종 전망을 ‘안정적’
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류 업종의 회복을 전망했다. 의류 액세서리 시장의 치열해지는 경쟁 속
에 월스트릿저널은 최근 아마존이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에 백화점과 유사한 대형 매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오프라인 영역 경쟁 가속화에 대해 보도했다.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의류업계 전문가 A씨는 최근 업계 트랜드와 관련해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의류 시장의 트렌드도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중시하
는 ESG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의류 업계는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친환경 노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반응도 좋다고 언급했다.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버려지는 섬
유나 옷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CNBC는 나이키(Nike)의 가상 브랜드 운동화 및 의류 특허 출원을 통한 메타버스 시장 진입에 주목했
다.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의류, 모자, 신발을 출시하고 판매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나이키는 과거 온라인
게임플랫폼인 Roblox와도 협력하는 등 가상 세계 진출에 관심이 컸다.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 관한 관심
이 대두되는 가운데, 의류시장 업계의 시장확장성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향후 의류 액세서리 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 의미를 담은 패션 트렌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 33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73 2021. 11. 15 ~ 2021. 11. 21

자료 : 미국 통계국, 빅데이터 Placer.ai, IBIS World, IHS Markit, CNBC, 어패럴뉴스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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