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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 신제품 출시 지원, 일상 사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병행 ================================================
정부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
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
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
이다.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
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의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
려가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
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
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나, 현행 안전기
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
이며, `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
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 본격 시작
- USB-C 타입 관련 국가표준(KS) 제정을 위해 업계와 정책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2월 22일「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를 위
해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소형 전자제품 출시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모
델별로 전력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위한 접속 방식*이 달라 환경·비용 문제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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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휴대폰 충전기(C, 5핀, 8핀), ▴노트북 충전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충전기 등
이에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USB-C 타입」으로 통칭되는 커넥터·전원·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PC·노트북, 휴대폰, 프린터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형상과 통
신방식으로 존재해왔으나, 최근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데이터전송 규격들이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
고 있으며 기술수준(속도, 용량 등)과 표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USB-IF*에서 제정한 USB-C 관련 표
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EC(유럽집행위원회)에서
는 강제 법규정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
* USB Implementers Forum : USB 관련 사실상표준화기구 / '95년 창립 / Intel, Apple, MS, HP,
Texas Instruments, IBM 등 1,000여개 회원사 (국내는 삼성, LG 등 20개 기업)
** IEC 62680-1-2 : 2021(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등
이번 간담회에서 송태승 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과제들을 소개하고, 그 중 ‘소형 전자기기 충전·접속 표준화’가 가장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음을 언급했다. 한문환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센터장은 USB-C 타입 표준관련 IEC 기술위원회
동향, EC의 강제법안 상정, USB-IF의 기술로드맵 등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개정된 IEC 표준은 소비전력 100W 이하, 그러나 USB IF에서는 이미 240W 이하 제품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개발 완료
송해근 삼성전자 프로는 소형 전자제품에서 USB-C 타입으로 접속 표준화가 필요함을 밝혔으며 다만 해외
표준화 동향,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고려한 점진적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명선휘 브로나인 대표는 기
술이 충분함에도 아직도 시장에는 USB-C타입이 아닌 별도 전원공급 장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많음을
언급하며 환경문제 측면에서라도 표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 협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과 함께 표준화 작
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밀한 국내외 시장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IEC 표준을 반영한 국가
표준(KS)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고 필요에 따라 교육·홍보 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 국민편익 증진, 환경보호, 융복합분
야 시장확대 등을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호환·접속」관련 문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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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내년부터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축산물가공품
○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
급한 증명서이며,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된 서식
입니다.
- 이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21.6.30, ’22.1.1 시행)했습니다.
-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
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서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
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그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가 완료(1개국은 시스템 반영 중)되
었습니다.
□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
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관련 상세내용은 식약처*와 수입식품 정보마루
**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
명서 협의 현황
<붙임> 식약처‧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 안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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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 안내화면

1. 식약처 누리집

2.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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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호주, 나노 크기의 산업용 화학 물질에 대한 규칙 개정
호주의 국가 화학규제 기관은 나노 크기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대하여 기록보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업 화학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11월 23일, 기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변경 사항에서 호주 산업용 제조·수입 화학물질 관리제도(AICIS*)는
다음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 Introduction Scheme
- 나노 크기의 화학물질 도입(제조∙수입) 기준
-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 의무
AICIS는 EU와 동일하게 나노 크기의 화학물질을 100나노미터(nm)보다 작은 화학물질로 정의합니다.
규제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규칙에 대한 여러 다른 변경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 기업이 등재된 나노 물질의 화학 물질명 및 CAS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는 회사(예를 들어, 해외 공급업체가 이를 기밀로 주장
하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진정성에 대한 서면약속을 제공받아 제출할 수
있는 옵션 허용
- 국제적으로 평가된 물질에 대해 수입∙제조자가 등록 연도에 제조∙수입한 양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았음
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함
o

사전 제조∙수입 보고서에 명시된 양

o

해외에서 평가된 양

-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산업용 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 Nicnas에서 AICIS로의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경과 규칙에 따라 평가 인증서가 발급된 화학물질
이 인벤토리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조건도 인벤토리 목록에 추가된다는 신규 규칙
AICIS는 또한 12월 10일부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칙을 추가로 수정합니다.
- 나노물질에 대한 사전 제조∙수입 보고서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해당 물질이 연구 개발(R&D)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함
- 산업용 화학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응집체 또는 덩어리로 존재하며, 여기서
최소 50%(입도 번호 분포 기준)는 나노 크기에서 하나 이상의 외부 치수를 갖는지"를 확인
- 관련되는경우완전한버전의 국제 평가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고
서를 사용하고 규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확인을 요구
- 지정된 종류의 환경 배출이 있는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요건을 명확히 할 것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82743/australia-changes-rules-on-industrial-chemicals-at-nanoscale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rules-amendments-and-regulatory-changes-23-november-2021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regulatory-changes-10-decembe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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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년 12월 22일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
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2종(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내 사용가능 주
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21.7.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22.1.1일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 취하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
위가 상실된 물질(2종) 삭제(별표 2 개정)
나. 기존 살생물제품의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적용 경과조치 기간 1년 연장(환경부고시 제2021-150
호 부칙 제5조 개정)
고시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시행일 이전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적용시점을 현행 2022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myOpnYn=&lsClsCd=&closing=&pntcNo=&pntcNo2=&stYdFmt=2021.%206.%201.&edYdFmt=2021.%2012.%2022.&asndOfiNm=&admRulNm=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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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6. 미국 자동차 휠 시장동향
- 자동차 휠 판매, 2025년까지 글로벌 성장률 따라 꾸준히 증가
- 美 전기차 시대 전환 가속화, 친환경 경량 휠 수요 높일 듯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870870(Road wheel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은 자동차용 로드 휠(road wheel)
과 그 부분품ㆍ부속품을 총칭한다. 승용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장동향
미국의 자동차 휠 시장을 살펴보면, 기존 수요는 자동차 생산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 등 친환
경 차에 대한 관심 증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선언한 '전기차 시대' 전환 플랜에 따라 급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탄소 배출 등 친환경 기준 준수에 도움이 되는 부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
로 초경량 휠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포르쉐 등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기존 알루미늄 휠보다
8kg이상 가볍고 강도는 20% 높은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carbon fibre reinforced polymer)만을
사용해 제작된 경량 휠을 선보이는 등 업계는 휠의 소재 전환을 위한 시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 중
에 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 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자동차 휠 시장 규모는 328억 7000만 달러로
2025년에는 53.7% 증가한 505억 4000만 달러를 육박할 전망이다. 미국의 시장규모만을 분석한 통계는 집
계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국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비율로 성장할 것으
로 예측된다.
<글로벌 자동차 휠 시장>
(단위: US$ 십억)

[자료: Statista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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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미국은 국내 높은 인건비로 인해 차량용 휠을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휠의 점유율은
2019년 50.35%를 육박했고, 2020년에는 소폭 감소한 43.37%를 기록했다. 이어 멕시코, 태국, 한국, 대만
이 수입국 순위를 이었다. 2020년은 전세계적인 팬데믹 영향으로 미국의 자동차 조립 공장들이 수개월간
셧다운에 돌입한 결과 수입도 전년 대비 현저히 줄었지만 2021년 9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빠른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휠 수입 동향(2019년1월~2021년9월)>
(단위: US$ 천, %)
수입액
순위 국가명

점유율

증감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

-

전체

3,016,069

2,449,982

3,504,162

100.00

100.00

100.00

43.03

1

중국

1,518,533

1,062,519

1,425,700

50.35

43.37

40.69

34.18

2

멕시코

801,917

674,260

1,005,638

26.95

27.52

28.70

49.15

3

태국

29,665

67,803

176,804

0.98

2.77

5.05

160.76

4

한국

160,252

125,729

147,587

5.31

5.13

4.21

17.39

5

대만

67,405

78,034

100,510

2.23

3.19

2.87

28.80

6

일본

76,730

60,843

94,497

2.54

2.48

2.70

55.31

7

캐나다

72,160

64,662

90,749

2.39

2.64

2.59

40.34

8

모로코

1,374

63,530

83,801

0.05

2.59

2.39

31.91

9

독일

59,784

51,828

79,106

1.98

2.12

2.26

52.63

10

헝가리

16,193

28,628
48,237
0.54
주: HS Code 870870기준

1.17

1.38

68.49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쟁 동향
<미국의 자동차 휠 생산 기업 Vossen>

[자료: 각 회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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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휠 생산 기업 HRE>

[자료: 각 회사 웹사이트]
<미국의 자동차 휠 생산 기업 Turrino Wire Wheels>

[자료: 각 회사 웹사이트]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휠 시장은 독일, 일본 업체들을 주축으로 한 Tier 1 업체들이 메이저 업체들로 자
리잡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Borbet(독일), Enkei(일본), Hitach Metals(일본), Mefro Wheels(독일) 등이
세계 휠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VOSSEN, HRE, U.S Wheel 등이 업계에서 잘 알
려져 있는 브랜드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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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자동차 휠은 주문자 제작 생산(OEM) 방식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BIG3 기업들(GM, Ford, Stellantis)은 다양한 벤더들에게 OEM 방식으로 휠을 주문, 수입 과정을 통해 납
품 받아 차량에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GM과 Ford 등에 자동차 휠을 납품하는 B업체의
매니징디렉터 J씨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휠은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
요한 부품인 만큼 까다로운 공정과 고객사의 평가를 받는다”며 “고객사들도 한번 정한 업체를 잘 바꾸지
않아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도 안전성과 불량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세율 및 인증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870870은 무관세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인
증과 관련해서는, 휠 제조 업체들에게 국가별 자율인증제도가 적용되며 원산지 증빙은 필수다.
시사점
사람의 의복으로 치면 '신발'에 비유되는 자동차의 휠. 좋은 신발을 신으면 발이 편하고 오래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휠도 그렇다. 휠에 변형이 생기면 타이어의 접지면이 일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성능 휠을 선택
하면 가속성이 높아지고, 타이어의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행에 민감하고 독특한
개성을 살리고 싶은 이들이 평범한 신발을 고집하지 않는 것처럼 차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순정 휠'보다
이색적인 휠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과거 스틸 휠에서 알루미늄합금 휠, 마그네슘 휠, 경량 소 휠 등
으로 휠도 소재와 제조 기법을 넓혀가는 것처럼 신흥 전기차 업체들의 트렌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 미래차 시대에 걸맞는 휠 생산과 수출을 위한 한국
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IHS Markit, USA Trade Online, HRE, Vossen,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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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 코로나 이후 독일 공기청정기 수요 꾸준히 증가
- UV-C를 활용한 공기청정기 제품 독일 시장 진입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 공기 청정기
HS Code : 8421.39
시장동향
<2020년, 2021년 상반기 독일 공기청정기 매출액 및 판매대수>
(단위 : 백만 유로 / 1,000대)

[자료 : Statista, GfK (2021.12.1.)]
2020년 독일에서 총 백만 대의 공기청정기가 판매되었으며 매출액은 1억 6,600만 유로에 달한다. 현재 진
행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기청정기의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상반기에만 약 41만 6,000대의 공기청정기가 판매되었으며, 그 매출액은 약 1억 1,000만
유로에 달해 전년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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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향 및 대한수입 규모
<독일 공기청정기 수입 동향(HS Code 8421.39 기준)>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1.12.1.)]
2020년 독일의 공기청정기 총 수입액은 약 42억 3,44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16%
증가한 수치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공기청정기 최대 수입국 1,2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케도니아로
2020년 수입액은 각각 9억7,289만 달러와 7억7,352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케도
니아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4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상위 3,4,5위국인 체코, 폴란
드, 영국의 수입액을 포함하면 전체 수입액의 약 75.23%로 독일 공기청정기 수입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2020년 전년 대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국가로는 6위 중국 (52.06%)과 10위 멕시코(78.93%)가
있으며,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각각 46.28%, 56.37%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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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국산 공기청정기 수입액은 2020년 약 1,720만 달러로, 이는 전체 수입시장에서 약 0.41%를 차지
하고 있는 수치이다. 아직 독일 공기청정기 시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전년 대비 수출액은 약 33.49%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경쟁동향
코로나 이전 독일 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선 물을 필터로 공기중의 먼지 또는 꽃가루 등을 제거하는 벤타
(Venta)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었지만, 코로나 이후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박테리아 등을 99% 이상 걸
러주는 필터형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랜드 중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필립스(Philips) 제품이 200~500유로대 제품으로 초반 인기를 끌며 꾸준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중저가(80~300유로)의 제품으로 중국 샤오미(Xiaomi)의 제품이 독일의 가전 유통망(Saturn,
MediaMarkt)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 고급 사양의 제품들(Ulmair, Miele)이 사무실
또는 고급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 내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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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mazon 및 각 제조사 홈페이지]
유통구조
<2020 독일 공기처리제품 유통채널별 점유율>

[자료 : Euromonitor]
독일에서 공기청정기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전자기기 전문 매장(Saturn, MediaMarkt, Conrad), 백화점
- 16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간 규제 정보

Vol.378 2021. 12. 20 ~ 2021. 12. 26

(Galeria Karstadt Kaufhof), 대형마트(Real, Metro)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들의 온라인 매장
과 아마존, Otto, 이베이 등 온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독일 유통구조상 오프라인
매장의 비율이 높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온라인 매장의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율및인증
관세율 :
한-EU FTA 협정으로 인해 한국 제품 독일을 포함 대 유럽 수출 시 무관세가 적용됨
<HS Code 8421.39 독일 관세율 정보>

[자료 : 유럽의회]
인증 :
전자기기 제품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E인증이 반드시 요구되며, 독일 및 유
럽 내 인지도가 높은 Tuev나 VDE(독일전자전기정보기술협회) 등의 기타 인증을 구비할 경우 타 제품 대
비 품질 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요인으로 작용함
전문가의견
독일 공기청정기 제조기업 A사의 영업담당 R씨는 인터뷰에서“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현재 필터 제품의 공급 병목현상으로 납기일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
까지 약 10,000대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독일의 학교에 납품했다.”며 독일 내 공기청정기 수요는 계속 증가
하고 있음을 밝혔다.
시사점
독일 공기청정기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공장 및 사무실, 학교,
공공기관 등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정부 및 지자체에서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학
교에 공기청정기 조달을 지원하고 있어 독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밝은 미래가 전망되고 있으나 독일 내 공
기청정기 관련 제조 중소기업 50여개사와 필립스(Philips), 다이슨(Dyson), AEG와 같은 대형 제조사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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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하지만 현재 독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필터를 활용한 공기 청정기이며, 지
속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독일에서 아직까진 생소하지만
추가 필터 비용이 없는 제품인 UV-C공기청정기가 시장진입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는 완
성품으로의 독일 시장 진출이 아닌 필터 제품 또는 독일 제조사와의 R&D 등을 통한 시장 진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자료원: Statista, tagesschau,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유럽의회, 독일연방통계청, KOTRA
뮌헨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2021년 폴란드 전자전기 산업 정보
- 내수시장 연평균 성장률 8% 이상, 향후 5년간 안정적 성장 예상
- 폴란드 국내 백색가전 생산 기반 탄탄, 생산의 87% 수출
폴란드 가전제품 산업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발달을 시작하였으며, 폴란드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어, 폴란드내 직간접적으로 7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하고
있다.
산업 개요
국내 주요업체로서 Wronki의 Zaklady Urzadztu Grzejnego Wromet (현 Amica Wronki S.A.),
Wroclawskie Zaklady Metalurrgiczne, Wrozamet (현 BSH), Zaklady Metalowe Zakrzow (후에 Polar,
현 Whirlpool Polska S.A.), Zelmer (현 BSH 그룹의 일부)가 대표적인 생산업체들이며, 그 외에도
Electrolux, Samsung Wronki, LG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폴란드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유럽시장을 겨냥
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가전 제품의 87%는 수출되고 있으며, 폴란드 내수 시장 역시 약 1400만 가구로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폴란드는 여타 서유럽 국가에 비해 가전제품 대한 전체 소비량이 작고, 주요 백색가전
의 경우 시장의 포화 상태로 성장가능 폭이 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임금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
으로 구매력 증가가 보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 및 규제
유럽연합(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활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을 따라야 한다. 또, 전기·전자 장비 생산자는 생산 정보 및 책임자 정보를 등록해야
수출입 및 판매가 가능하며, 대상 제품에는 아래의 로고가 부착 되어야 한다.
유럽위원회(EC)에서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제품의 에너지 등급을 7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
며, 제품 관련 정보와 함께 제품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한다. 또한, 유럽은 생산자가 가전제품 구매 후 최
대 7년에서 10년 동안 부품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이로써 부품 부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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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전제품 폐기 가속화를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카테고리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인 산업으로 만드는데 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 및 규제>

[자료: 유럽위원회(ec.europa.eu)]
최신 동향 및 주요 이슈
COVID 19 팬데믹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 재택근무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 직접 요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늘어감에 따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노트북 및 주변 장치에 대한 수요 역시 원격 근무 및 수업
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TV기기, 오디오 등 홈 엔터네인먼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소비자 전자 및 가전 제품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내 전자·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2021년 국내 가전 생산업체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들
은 구매 시 품질뿐 아니라, 디자인, 편의성, 신기술, 스마트 기능, 다방면의 제품 기능을 살피는 경향이 늘
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소음 수준 등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제품 품질을 검토하
기 위해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는 동안, 전자·가전 제품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인터넷 구
매의 장점, 예컨대,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 분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집밖에 나갈 필요없이 구매 후
배송해 주고 반품이 용이한 정책 등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인터넷 구매 트렌드가 지속된 전망이다.
주요기업 현황
폴란드에는 26개의 가전제품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백색가전부터 소형가전까지 다양한 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Dolnoslaskie, Lodzkie, Wielkopolskie, Podkarpackie 및 Podlaskie
의 5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지역은 Wroclaw, Lodz 및 Poznan 근처의 Wronki있으며, 주
요 기업으로는 BSH, Amica, Samsung, LG, Electrolux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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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가전 제품 생산업체>

[자료: PAIH]
TV기기와 그 관련 제품 주요 생산업체로는 LG Eletronics Poland, TPV Displays Poland, TCL
Operations Polska, Dell Poland 등이 있다
<폴란드 TV 기기관련기업>
기업명

국가

LG
Electronics

한국

Polska

위치
Mlawa,
Wroclaw

주 취급분야
- 판매: TV세트(OLED, HK UHD, full HD), AV, 휴대기기 및 악세
사리, 및 기타 가전제품
- 제조: TV 세트, 컴퓨터 모니터
- 판매: 자체 유통 채널: AOC, Envision

TPV Displays
Poland

홍콩

Gorzow
Wielkopolski

- 제조: 컴퓨터 모니터, LCD TV 세트를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
- 납품업체(디스플레이): Sony, Dell, Philips, HP, Fujitsu,
Sharp, NEC

TCL
Operations

- 제조: AV 제품 조립 및 자체 생산
중국

Zyrardow

Polska

- 비고: 부품 수입, 생산, 포장, 분포, 판매후 A/S 등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 판매: 노트북, 컴퓨터, 서버

Dell Poland

미국

Lodz

- 납품업체: ABC Data, Awow, Ingram Micro, SHE, TGC
Computers

[자료: Fitch Solutions,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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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규모
폴란드 2016~2021년 판매액 규모 연평균 성장률은 8% 이상이었다. 팬데믹 시작 년도인 2020년에는 판매
액 규모 441억 즈워티(약 1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전체 판매액 468
억 즈워티(약 1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3~4%의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전자전기 내수 규모>
(단위: PLN 백만,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자기기

20,611 22,156 25,396 27,126 29,247 30,769 31,827

32,938

34,172

35,449

36,905

가전제품

9,728 10,534 11,563 12,714 14,817 16,024 16,712

17,414

18,097

18,784

19,514

합계

30,339 32,690 36,958 39,839 44,064 46,793 48,539

50,352

52,269

54,232

56,419

3.7

3.8

3.8

4.0

증감률 %

-

7.7

13.1

7.8

10.6

6.2

3.7

주: *추정치, **전망치, 중앙은행고시 2021년1~11월 평균환율 1USD=3.8424PLN, 1EUR=4.5628PLN
[자료: Euromonitor,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재분석]
<폴란드 전자전기 내수 규모>

주: *추정치, **전망치, 중앙은행고시 2021년1~11월 평균환율 1USD=3.8424PLN, 1EUR=4.5628PLN
[자료: Euromonitor,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재분석]
수출입 규모
<전자전기 기기(HS code 85 기준) 수입 동향>
수입액 (단위: US$ 백만)
연간

국가(순위)

점유율 (%)

증감률 (%)

1~8월
‘21, 1~8월

’21, 1~8월
전년동기대비

2019

2020

2021

전체

32,750

36,580

29,205

100

37.23

중국(1)

7,055

9,022

7,957

27.24

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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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2)

7,172

7,623

6,039

20.68

38.87

네덜란드(3)

2,906

3,793

3,001

10.28

30.44

한국(4)

1,520

1,649

1,301

4.46

31.20

슬로바키아(5)

1,673

1,710

1,241

4.25

23.08

체코(6)

1,486

1,484

1,138

3.90

26.05

이태리(7)

1,262

1,240

974

3.34

37.17

프랑스(8)

991

883

719

2.46

34.06

베트남(9)

931

888

696

2.38

47.51

헝가리(10)

861

803

608

2.08

27.70

[자료: Global Trade Atlas (11월24일 자료 기준)]
<전자전기 기기(HS code 85 기준) 수출 동향 (HS code 85 기준)>
수출액 (단위: US$ 백만)
국가(순위)

연간

점유율 (%)

1~8월

‘21, 1~8월

증감률 (%)
’21, 1~8월
전년동기대비

2019

2020

2021

전체

29,973

34,808

28,800

100.00

49.68

독일(1)

8,387

11,022

9,651

33.51

62.98

프랑스(2)

2,396

2,753

2,164

7.51

42.14

이태리(3)

1,306

1,535

1,402

4.87

68.49

스웨덴(4)

1,256

1,647

1,334

4.63

49.74

영국(5)

1,842

2,118

1,306

4.53

16.04

체코(6)

1,440

1,479

1,229

4.27

43.32

네덜란드(7)

1,448

1,629

1,181

4.10

26.90

스페인(8)

964

1,049

927

3.22

76.78

벨기에(9)

914

1,025

884

3.07

58.72

멕시코(10)

90

302

822

2.85

1014.66

한국(31)

142

111

97

0.34

32.22

[자료: Global Trade Atlas (11월24일 자료 기준)]
생산 규모
글로벌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 기관 UNIDO/Monetary Fund의 국제 전자가전제품 생산에 관한 통계 및
분석에 의하면, 폴란드 전자�가전 제품의 생산규모는 2021년 45억1620만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매년 5%대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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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전자·가전제품 생산규모>
(단위: US$ 백만, %)

주: 2021년 이후 전망치
[자료: Global Research &Data Services from UNIDO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 폴란드내 가전제품 사용 인구 증가와 함께 태플릿
및 스마트폰 등의 주요 제품에 대한 교체율 증가
- 폴란드내 대형 가전업계,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 폴란드내 가전제품 아울렛, 유료 TV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등 탄탄한 가전제품 관련 인프라 존재

- 주요 핵심 가전제품 분야인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과포화에 따른 구매력 성장 가능성 한계
- 2020년~ 2024년의 15세에서 64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로,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전자·가전 소비
감소 예상

Opportunities

Threats

- 임금 상승 및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전자·가전기기
소비률 상승

- 국제 경제 환경의 악화 및 폴란드의 기업배타적 정책에

- 이에 따라 기존 주요 제품인 스마트폰, PC, TV와
함께 새로운 제품인 스마트시계, 피트니스 트래커,
폴딩 및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스마트 어시스턴트
제품 및 AR/VR 제품의 수요 증가 가능성 증대

따른 투자 감소와 구매력 위축 우려
- 제품의 업데이트 둔화 및 하드웨어 성능 지속성 증가에
따른 가전제품 교체주기 연장과 교체율 감소
- 스마트폰의 기능 확대 및 기술력 증가에 따른 카메라,

-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개인, 기업 및 공공 기관의
PC관련 소비 증가 예상, 이에 따른 PC 산업 시장

노트북, 태블릿, 게임 콘솔, 프린터기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 감소

투자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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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유럽 내에서 환경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 제품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기준 제품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가
전제품의 경우 관련 CE인증이 필수이며, 생산, 수출 시 유럽위원회(EC)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무선 이어폰, 스마트 스피커, 가상 현실 장치, 웨어러블 전자기기 및 스마트 어시스턴트 제품 등 새로운 유
형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공략 시 폴란드 시장의 가격 민감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대의 제품 생산이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가 보이며, 한국 기업은 온라인 시장 및 어플리케이션 노하우
를 토대로 한 시장 진입 가능성이 보인다.
자료원: 유럽위원회, Euromonitor, GTA, freepik.com(썸네일 사진),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체조사 및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린 규정> 및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 2022.1.1.부
시행 발표
- 현지 컨설팅사 인터뷰를 통해 보는 우리기업 주의사항
지난 12월 13일, 중국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의 이행에 관한 공고>를 함께 발표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중국 식품은 중국 식품의 내외부 포장에 중국 등록 번호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이 승
인한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 및 라벨링 및 관리 조치의 요구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중국 식품에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중국 식품 포장 및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대
로 적용된다. 이번조치는 중국 수입식품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 요구가 갈수
록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품질 발전과 트렌드 변화의 요구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중국 해관총
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 공고에 대한 예고를 수시로 발표해온 바 있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현행의 중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2012년 5월 1일 시행된 이후 해외 식품생산기업
에 대한 ‘원천 검독 관리(源头监管)'를 통해 대중국 수출된 식품의 안전 보장과 무역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중국 수입식품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 요구가 갈
수록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은 새로운 형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
록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등록 절차를 최적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에 의하여 현행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직면하여
지난 2021년 3월 12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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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을 심의하고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22일 原국가질량감
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 공포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하여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일제히 폐지됐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
보고, 현지 등록대행사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공고원문 확인
<규정>의 등록 관리 대상은 중국 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이고, 식품 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업
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상세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설명)
이에 KOTRA 상하이무역관은 관련 현지 컨설팅사를 인터뷰하여 등록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을 청취하였다.
인터뷰 : 상하이 F-ONE SCM 해외부 실장, Alice Lee
질문1 : 이번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답변1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안전의 주관 부서로서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주관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기존의 수입 단계에 식품의 추출 검사 방식이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
으며, 식품 생산 기업, 해외 주관 부서 및 해관총서와 수입 기업 등의 각 단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출입
식품 무역을 신속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천부터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었습니
다. 실제 유럽연합,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예전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를 통해 수입식품
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제규범에 따라 수입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원천관리(源头管理)'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의 실시는 생산기업에 우승열패(优胜劣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일부 식품안전 관리가 취약한 기업
이라면, 시장 내에서 도태할 수도 있지만, 식품 생산기업의 자체 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져 글로벌
식품 생산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사전 준비 요건이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요건을 제대로 갖춘 기업이라면 앞으로 수입식품의 통관 속도는 어느 정도 빨라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2. 현재 이 규정의 실제 등록 상황은 어떠한가요?
답변2 : 이 규정은 2021년 4월 12일 해관총서가 공포하고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
서는 해외 생산기업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3: 등록 신청 과정에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있나요?
답변3: 신청 페이지(http://www.singlewindow.cn)는 2021년 11월 1일 정식 개통되었고, 시스템은 정상적
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업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제출서
류 등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제출 신청이 편리합니다.
질문4. 해외 생산기업이 만약 2022년 1월 1일까지 등록 신청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4: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시스템에 해외 생산기업의 '재중 등록번호(在华注册编号)'를 기입해야
하며, '재중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기업은 되도록 빨리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재중 등록번호(在华注册编号)'
가 없는 식품은 수입신고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수입통관 업무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5: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답변5: 수출 무역 기업이라면 (해당 시스템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중국 시장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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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면 조속히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이미 등록 완료된 기업(수산물, 유제품)의 기존 등록
정보는 계속 유효합니다.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세관총령 제249호)
☞ 공고원문 확인
상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와 더불어 함께 주의해야 할 정책이 바로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
리법(세관총령 제249호)이다. 이 역시 2022년 1월 1일부 정식 시행되며, 방법은 총칭, 식품수입, 식품수출,
감독관리, 법적책임 등 6개의 장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해외기업과 관련이 큰, '수입식품' 부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요약하고자 한다. 법령 내 '식품수입' 파트는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입식
품 감독 근거, 적격성 평가 활동, 수입업자 자율 심사, 포장 라벨 표시 요구, 장소 지정 또는 인가, 후속
감독, 위험 통제 조치, 리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항 유의사항
1. (수입식품 규제 근거) 수입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국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
가한 국제조약·협정에 특별한 요구가 있을시, 해당 국제조약·협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만약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국무원 위생행정 관련 부서가
공포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규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
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신규 식품 원료' 위생 행정
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수입식품 등록 및 관리 조치)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내 식품을 수출하는 역외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
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기업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 게시하게 된다. 이에 중국 으로 식료품류를 수출하는
역외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반드시 해관총서에 비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 수입상은 소재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역외수출업자 또는 대행업자, 식품수입업자의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세관은 역외수출업자 또는 대리인, 식품수입업자의
등록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기재된 내용이 적시에 변경되지 않은 것을 발견시 기한 내에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식품 수입업자가 허위 등록정
보를 제출시 세관은 1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수입 식품 적합성 평가) 이 항목에서는 중국 내 식품을 수출하는 역외 생산자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을 평가 및 검토하고, 해외 생산 기업 등록, 수입 및 수출업자의 기록을 보관하며 적합성을 보증하며, 동식
물 검역 승인, 적합성 증명서 검사, 문서 및 현장 검사, 샘플링 검사, 수입 및 판매 기록 검사 등 약 9가지
항목에 걸친 수입식품 적합성 평가가 시행된다.
4.(포장(라벨링) 방식) 여기서는 육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구분하여 관리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 육류 : 냉장/냉동 육류 제품의 수입의 경우, 내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영어 혹은 중국어/수출국가(지역의
언어)로, 명확하며 식별가능한 텍스트(문자)로 원산지 국가 (지역) 제품명, 생산 기업 등록번호, 생산배치
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수출국가의 공식 검사 및 검
역 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수산물 : 내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영어 혹은 중국어/수출국가(지역의 언어)로, 명확하며 식별가능한 텍스
트(문자)로 상품명 및 학명(学名), 사양, 생산일자, 유통기한 및 보존 조건, 생산방법(해수어업, 담수어업,
양식 등), 생산지역(해양/담수어업의 국가 또는 지역, 양식 제품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이 표기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생산 및 가공 기업(어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장 창고 포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특히 주/도)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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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및 특수식품 : 중문 라벨은 최소 판매 포장지에 인쇄되어야하며 부착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수입 식품의 내외부 포장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위에서 언급된 '내외부 포장'이란, 상기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의거 하며, 운송 포장 및 개별
포장을 포함하는 별도로 판매 가능한 판매 단위를 의미한다. 특히 운송 포장의 경우 등록 번호는 운송 포장
지 상에 명확하게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포장을 포함하는 판매 단위의 경
우, 식품 라벨에 등록 번호를 표시하고 중국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의거 식품 라벨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
항을 준수해야한다.
5.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의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명, 순
함량/사양,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체 및 구매자명, 주소 및 연락처 정
보, 배달일자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 보관 기간은 식품 유통 기한 만료 이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통기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매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입
식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고 수입 식품의 유통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제129조에
의거, 만약 수입업자가 식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규정에 따
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6.(수입업자 자율 감사 시스템) 식품 수입업자는 해외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 기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1) 식품 안전 위험 관리 조치의 개발 및 구현과 (2) 식품이 중국 법률 및 규정, 식품 안전에 대
한 국가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요건
① 기업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해관총서의 등효성(等效性) 평가·심사 통과한다. ②소재 국
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고, 그 효율적 감독 하에 진행한다. ③기업이 자체적으로 효
과적인 식품안전위생관리 및 방호체계를 수립하여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며,
중국 내로 수출한 식품이 중국 관련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④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규정 및 신규정 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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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관총서,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방식은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과 ‘기업 자체 등록’ 등 아
래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방식에 적용된 식품: 육류 및 육제품, 장의(肠衣),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제품, 알과 계란 제품, 식용유지 및 유료(食用油脂和油料), 소를 넣은 가루음식
(包馅面食), 식용곡물, 곡물 제분 공업제품과 맥아(谷物制粉工业产品和麦芽), 신선 보관 및 탈수 채소류
및 콩(保鲜和脱水蔬菜以及干豆),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건과, 로스팅 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
수 음식 식품(特殊膳食食品), 보건식품 등 18종
② ’기업 자체 등록’ 방식에 적용된 식품: 18종 식품 이외에 기타 식품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공급원, 생산 가공 공정, 식품안전 역사 데이터, 소비군, 식용 방식 등 요인을 분석
하여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방식과 신청 서류를 확정했다. 리스크 분석을 거
쳤거나 어떤 식품에 리스크가 변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방
식과 신청 서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 등록 가이드
2021년 11월 18일,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정무 서비스 사항 가이드>를 발표하여 주로
등록 방식, 등록 주소, 등록 절차, 등록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 가이드는 해관총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인 ‘인터넷+해관’사이트(http://online.customs.gov.cn/)에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등록 절차
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인터넷+해관" 초기화면에 접속/ "사무안내" 목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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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안내"에 들어가면 좌측 메뉴에서 "행정승인"을 찾을 수 있으며, 클릭한 후에 아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
업 등록"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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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페이지 최하단에 "온라인취급"과 "사무안내" 버튼이 있으며, 이 중 "온라인취급"을 클릭하면 "수입식품 해
외 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계정 생성이 가능함

④ 계정 생성후, 기업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계정 등록을 완료함. 이후 재로그인한 뒤, 기업 등록 페이지에 제
품 종류를 선택하여 업체 정보 제출하면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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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관총서,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이번에 도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은 해외에서 생산기업 등록을 준비할 때
관리 규정의 주요 변화를 주의하여 적시 조정 하는 것 외에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규와 식품
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광저우 판위해관(番禺海关) 검사과 부과장 룽샤오위(龙晓宇)는 해관총서가 새 규정의 해석을 공개하고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며 기업은 해관총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
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기업들은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 보건식품, 특수 음식 식품을 수입할 때 중국
어 라벨을 최소 판매 포장에 부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건식품, 특수 음식 식품 수입업자들은 라벨 문제로
인해 수입 무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 해관총서, KOTRA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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