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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LA 무역관)
 미국 K-뷰티시장 “지금은 변화가 필요할 때”
□ 미국 K-뷰티 업계의 긴장 요소
❍ 미국 내 주요 K-뷰티 리테일러, K-뷰티 제품 판매 축소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K-뷰티 전문 온라인 판매점 중 하나인 Glow Recipe 에서
는 최근 더 이상 타사 K-뷰티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자체 스킨케어 제품 콜렉션 또한 판매하고 있는 Glow Recipe 는 더욱 다양한 제
품을 원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체 컬렉션을 제외한 타사의 K-뷰티
브랜드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국적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차세대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일 계획임을 밝힘
이제는 타사 K-뷰티 제품을 큐레이팅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명 K-뷰티제품 리테일러 Glow Recipe

자료: Glow Recipe 웹사이트
Glow Recipe뿐만 아니라 미국 내 유명 드러그 스토어 체인점인 CVS, 뷰티 제품
대형 리테일러 Ulta Beauty 등에서도 K-뷰티제품이 진열된 섹션이 과거에 비해 눈
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주요 K-뷰티 리테일러들의 움직임은 미국 내 K-뷰티 제품에 대한 전망이
과거와 같이 무한한 핑크빛만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K-뷰티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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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업계의 불안 요소는 무엇일까
K-뷰티 제품 중 마스크 팩(Sheet masks)은 많은 중소 K-뷰티 기업들 또한 주력하
는 상품 중 하나로 다른 화장품보다 비교적 쉽게 사용해볼 수 있고 저렴하다는 특
징이 있음. 현재 K-뷰티 이름을 건 수많은 마스크 팩이 시장에 소개·판매되고 있으
며 Cosmoprof, KCON 과 같은 각종 뷰티 및 문화 콘텐츠 이벤트 혹은 한국 상품
전시회 등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품목임
이러한 상황 속에 K-뷰티 마스크 팩은 현재 미국 뷰티 시장에서 포화상태에 가까
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새로운 뷰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식상하게 느
껴질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함
또한 몇 년 전 일부 기업들의 K-뷰티 마스크 팩이 공장 설비가 아닌 비전문 인력에
의해 비위생적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이슈가 불거진 바 있었음
이처럼 대표적인 K-뷰티 제품 중 하나인 ‘마스크 팩’이 이제는 그 인기의 절정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K-뷰티의 불안 요소 중 하나임
한편,

미국에서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채식

기반(Plant-based),

비거니즘

(Veganism), 천연(Natural), 유기농(Organic) 등과 같은 ‘깨끗한, 건강한,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제품 및 소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뷰티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린 뷰티’, ‘그린 뷰티’ 트렌드가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뷰티 소비자들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배제한 깨끗한
원료의 뷰티 제품을 이전보다 더 많이 찾고 있으며 동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Cruelty-free’ 옵션, 건강 상황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Gluten-free’, ‘Vegan’
옵션 등도 매우 중요해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K-뷰티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미국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분석됨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 K-뷰티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천연’으로 강조
했으나 바이어가 다시 전 성분을 살펴본 결과 천연이 아닌 성분이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친환경 트렌드와 대비되는 과도한 패키징으로 바이어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 K-뷰티 맹추격하는 경쟁자들 : J-뷰티, A-뷰티
❍ K-뷰티 업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성장하는 경쟁 뷰티 시장
위에서 살펴본 경우보다 더욱 눈에 띄게 K-뷰티 시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바로
J-뷰티와 A-뷰티의 등장과 성장임. J-뷰티는 ‘Japanese ’를 뜻하는 일본 뷰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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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품을, A-뷰티는 ‘Australian ’을 의미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뷰티 트렌드와 제품
을 총칭
미국 내 다양한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K-뷰티와 J-뷰티, K-뷰티와 A-뷰티를 적극적
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 경험해보기를 즐기는 뷰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다양한 뷰티 제품에 대한 리뷰와 이에
대한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짐

❍ 미국 뷰티 시장에서 차세대 트렌드로 주목받는 J-Beauty
일본산 화장품의 미국 수입(HS Code 3304 기준) 규모는 2017년 대비 2018년
약 23% 증가한 2억 1067만 달러를 기록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음
이와 동시에 J-뷰티는 2017년부터 각종 뷰티 미디어와 SNS 등의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를
이을 차세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Elle, Vogue, Cosmopolitan 등의 유명 패션·뷰티 미디어는 앞다퉈 J-뷰티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지난 4월 뉴욕타임스에서는 일본의 유명 뷰티 브랜드
Shiseido를 중점 취재하며 J-뷰티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열망을 소개한 바 있음
Shiseido의 마케팅 부사장 Daniel Bruzzone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K-뷰
티는 눈에 띄는 컬러풀하고 흥미로운 제품 위주라면 J-뷰티에서는 더 과학적이고
기술에 집중한 제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J-뷰티를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스킨케어 제품으로 표현함
미국 뷰티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테일러인 Sephora 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내
‘J-Beauty’ 페이지를 따로 구성해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인 SK-II*, Shiseido 에
서부터 클린 뷰티 브랜드로 떠오른 Tatcha 등의 일본 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SK-II는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 창립 브랜드이지만 현재의 모기업은 미국 기업
인 Procter &Gamble
유명한 한인 창립 패션기업 Forever 21 소유의 뷰티 리테일러 Riley Rose 는 제품의
상당 규모를 K-뷰티 브랜드 위주로 취급해왔으나 작년부터 J-Beauty 페이지를 추가로
구성해 판매 중임

❍ 천연 뷰티 제품으로 이목을 끌며 등장한 A-Beauty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에 힘
입어 뷰티 제품들도 깨끗한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클린 뷰티’, ‘그린 뷰티’ 트렌드가 강조되는 미국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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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뷰티 시장에서 이미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 뷰티 브랜드인 Aesop, Jurlique 등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Lano, Frank Body, Sand &Sky, Original &Mineral 등의
새로운 오스트레일리아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SNS 를 통해 주목받으며 Sephora,
Ulta 등의 미국 내 뷰티 리테일러에서도 그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패션 및 뷰티 전문 미디어 Elle 에서는 클렌저,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모이스처
라이저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특징이 있는 K-뷰티와는 달리, 한 가지 제품이지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천연 제품이 주를 이룬다는 점을 A-뷰티의 특징으로 꼽고
있음
오스트레일리아 뷰티 브랜드 Lano 의 창립자 Kirsten Carriol 은 Elle 와의 인터뷰를
통해 A-뷰티는 복잡한 뷰티 루틴이나 사용법 등을 따르지 않고도 천연 성분의 장점을
살려 ‘무심하게 사용해도 효과적인(Effortless-yet-effective)’ 제품임을 강조
오스트레일리아 화장품의 미국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239만 달러를 기록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7% 성장한 수치임. 이처럼 ‘효과적인 천연 뷰티 제품’
이라는 특징을 무기로 미국 뷰티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며 약진하고 있는 A-뷰티
제품은 앞으로도 미국 뷰티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 K-뷰티, 미국 뷰티 시장에서의 불안감 직시할 필요
2018년 미국의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전년대비 약 25% 증가한 5억
1158만 달러 규모의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기록되며 그 규모는 매년 꾸
준히 상승하고 있음
이와 같이 K-뷰티 제품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경쟁국 제품의 대미 수출액 또한 한국 제품과
유사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미국 뷰티 업계 전문가 S 매니저는 현재 미국 K-뷰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장의 크기는 비슷한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을 꼽고 있음
‘K-뷰티’라는 이름 아래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수의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되며 경쟁
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K-뷰티라는 타이틀이 승부수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K-뷰티 제품의 특징으로 꼽혔던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 또한 점
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S 매니저는 또한 일부 K-뷰티 기업들은 바이어와 거래 시 최초 거래임에도 불구하
고 너무 많은 최소 주문량(Minumum Order Quantities)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바이어, 즉 K-뷰티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리테일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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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언급함
따라서 미국의 뷰티 리테일러들은 인지도가 부족해 마케팅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타사의 K-뷰티 브랜드를 더 이상 큐레이팅하지 않고 직접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을 통해 자사 브랜드(Private label)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쪽으
로 전향하거나 전향을 계획하는 경우를 다수 목격할 수 있다고 S 매니저는 덧붙임

❍ K-뷰티의 미래를 위한 전문가 조언
현재의 포화된 미국 K-뷰티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로서 진출하려는 전략보
다는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이라면 미국 뷰티 시장 내의 기존 리테일러를 공
략해 해당 리테일러의 자사 브랜드(Private label)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의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이미 미국 뷰티 시장에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진출한 K-뷰티 기업이라면 “이미 한
국에서 성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거두고
‘미국 시장’과 ‘미국의 타깃 소비자’만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제품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고 S 매니저는 강조함
미국 시장 분석 및 제품 개발 단계에서 ‘클린 및 그린 뷰티’, ‘천연 및 유기농’,
‘Cruelty-free ’ 등 현재 미국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며,
화장품의 전 성분을 정직하게 표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매우 뛰어난 신기술 혹은 최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가의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
는 기업이라면 미국 뷰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고가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하겠으며, 가격 경쟁력이 이제는 필수
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임
미국 뷰티 업계의 바이어들은 상품의 진열이나 보관에 효율적인 간결하고 깔끔한
패키징을 선호하며 패키징은 미국 내 친환경 트렌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의 제품 패키징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

□ 메인(Maine)주, 주정부 최초로 스티로폼용기 사용 금지법 제정
❍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는 2019년 5월 폴리스타이렌 폼
(스티로폼) 식품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함
주정부 차원의 스티로폼 식품용기 사용 금지법 제정은 메인주가 최초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 메인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로폼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매우 큰 원인이라고 지적
스티로폼은 재활용 될 수 없고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부셔져 해양을 오염시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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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간 남아있다가 미세입자로 분해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식품 공급
체인으로 유입된다고 폐해를 언급함

❍ 법 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메인주의 식품업체는 전체
또는 일부가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진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기에
식품이나 음료를 가공, 준비, 판매, 제공 할 수 없음
음료 제공 시 음료를 섞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막대(beverage stirrer)의
제공도 함께 금지됨

❍ 예외 규정
공중보건 또는 안전의 즉각적인 보전을 위한 비상사태 시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라
스티로폼 소재의 용기에 식품을 가공, 준비, 판매 제공하는 것
소비자가 식품점에 가져온 스티로폼 용기에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 및 제공하는 것
식품점이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된 상태로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해 소매 판매하는 식
품이나 음료

❍ 플라스틱 산업 관련 단체는 스티로폼용기 규제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스티로폼을 대체 할 것
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금지법을 반대해 왔음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t) 관계자는 폐기물 오염과 부적절한 폐
기물 관리가 소재 종류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실패한 법제정이라고 비난하
고 모든 포장재는 소재와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불만을 제기함

□ 스티로폼 식품용기 규제지역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
❍ 메인주에 이어 2019년 5월 말 매릴랜드주와 버어몬트주도 스티로
폼 식품용기 및 컵의 사용 금지법을 각각 제정함에 따라 미국 내
스티로폼 식품용기를 금지한 주는 총 3개로 확대됨
❍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오레곤, 하와이주도 스티로폼 용기 금지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주정부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금지하지 않은 지역도 시(city), 타운
(town) 등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스티로폼 식품용기 금지에 나
서고 있음
스티로폼 금지법이 제정된 지역: 볼티모어(Baltimore, 찰스톤(Charleston), 마이애
미비치(Miami Beach),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뉴욕시New York City), 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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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Oakland),

포틀랜드(Portland(OR)),

포틀랜드(Portland(ME)),

샌디에이고

(San Diego),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산호세(San Jose), 시애틀(Seattle),
워싱턴DC(Washington D.C.)

❍ 미국 환경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 따
르면 스티로폼 식품용기 금지법이 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
의 수는 약 2500만 명에 육박함
□ 기업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 던킨(Dunkin')은 2018년부터 스티로폼 컵을 종이컵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모든 스티로폼 컵 사용을 없앨 예정
던킨은 스티로폼 컵을 친환경 인증인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tandard'
인증을 받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컵으로 스티로폼 컵을 대체 할 계획
미국 전역에 9천개의 매장, 전 세계에 3,4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던킨은 매년
10억개의 스티로폼 컵 사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맥도날드(McDonald's)는 2018년부터 모든 매장에서 스티로폼 컵
사용을 중지했으며 2025년까지 모든 포장용기를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생 또는 재활용 소재로 대체
할 계획을 밝힘
❍ 월트디즈니(Walt Disney)는 2019년까지 전세계 모든 지점에서 스
티로폼 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일회용 막대
(beverage stirrer)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스타벅스(Starbucks)는 재활용이 어려운 컵을 대체할만한 친환경
컵 개발을 위해 2018년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공모전
(NextGen Cup Challenge)을 개최
스타벅스에서 사용 중인 종이컵은 카드보드와 플라스틱이 합쳐진 재질로 음료를 따
뜻하게 유지하고 컵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지만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옴에 따라 2019년말부터 새로운 재활용 소재
의 컵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할 예정
친환경 컵 사용과 더불어 2020년까지 3만 개의 글로벌 지점에서 사용 중인 일회
용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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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2019년 미국 내 3개 주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시
작으로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오레곤, 하와이주 등 금지안이 추
진중인 다른 주의 법 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더 많은 지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
국 내 스티로폼 용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 규제
와 별도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 용기 사
용을 중단하고 있어 기존 용기를 대체할만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전망
닐슨(Neilson) 조사에 따르면 48%의 미국인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
로 지출 성향을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음
친환경 요식업 단체 Green Restaurant Association의 관계자는 "스티로폼 식품용
기 규제는 이미 적은 마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지
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접근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을 염려하는 소
비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친환경적 선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전함
종이빨대, 종이 컵 및 포장용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친환경 경
영정책을 채택한 미국의 많은 대기업은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tandard'와 같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용기를 사용하기 원하므로
친환경 인증 취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미국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동향
*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ion Battery)는 IT산업의 에너지 고용량, 경량화, 소형화 수요에 부합하여 휴
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
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과 융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
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산업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폭발적 확대가 예상됨

□ 시장규모 및 동향
❍ 시장규모와 산업 구성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7년 9억 200만
달러에서 2018년 49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이상 성장하였고,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 17.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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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요 산업 구성은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batteries)가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고, 리튬 코발
트 산화물 배터리(Lithium cobalt oxide batteries) 29% 및 리튬 인산철 배터리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ies)가 22%로 집계됨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베터리는 자체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전기차 용으로 선호
되는 배터리이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적인 재충전 가능 배터리로 전기자전
거,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소형 운송 장치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친화적인 배터리 수요와 전기차의 소비 증가로 빠른 성장이
예상됨

❍ 시장동향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시장조사업체인 Grand View Research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과 결합된 정부 지원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높은 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태블릿 등 가전 부문 외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문에서 수요 증가가 이
어질 것이라 봄
Grand View Research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술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그
리드 저장 및 전기차에 경량 및 고밀도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시장 확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함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 증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배터리
비용의 하락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추세가 계속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봄
통계전문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30년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예상 시장 수요는 시간당 1559 기가 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전망은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예상하고 있으
나 대부분 큰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시장조사기관 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22%를 보일 전망이라고 함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에서도 수요를 확대하고 있는데, 테슬
라는 배터리 설비를 기반으로 솔라시티(SolarCity)를 인수하여 ESS 사업에 진입함

❍ 전기차 시장의 발전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 발생 이후로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고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고려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기자동차 개
발이 활성화되고 판매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12 -

전기차 제조 비용의 대부분은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배터리의 제조원가가 낮아
짐에 따라 전기차 제조 비용이 크게 감소되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 분석
2017년 전세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440만 대로 전년대비 33.6% 증가가 예상
되고, 2020년에는 연간 34.8%씩 증가하여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
는 등 전기차 시장의 발전은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요소
에 해당함

□ 미국 리튬 이온 배터리 수입동향 및 경쟁동향, 주요 경쟁기업
❍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Global Trade Atlas의 수입통계에 의하면 2019년 미국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7억2,465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제품의 수입 점유율이 비교적 높음
중국의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친환경
차 보급정책으로 내수가 활발하고 주요 기업인 BYD, CATL 등의 선전으로 미국
시장의 2019년 점유율이 절반 이상인 약 52.22%에 이름

❍ 대한국 수입규모 및 동향
한국은 2위 수입대상국으로 2019년 기준 약 2억7,949만 달러 규모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미국으로 수출해 전년대비 3.60%의 수출 증가를 보임
한국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는 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으로 2018년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신규 수주한 금액만 110조 원에 달
한다고 알려짐
IBIS World에 따르면 중국은 인건비가 낮아 리튬 배터리와 같이 가격 민감 품목
생산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일본의 경우 자동차 제조의 높은 수준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결과라고 분석

❍ 경쟁동향
파나소닉과 협력하여 네바다 주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모델3에 들어가는 배터
리를 생산 중에 있는 테슬라는 최근 배터리 업체 맥스웰(Maxwell)을 인수하고 자
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등 새로운 리튬 이온 배터리 설계와 대량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짐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중국의 CATL, BYD, 일본의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들
은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진입장벽을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
으며 이 외에도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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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쟁기업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 리튬 이온 배터리 업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파나소닉-산요가 21.1%, 중국의 CATL이 14.41%, BYD가 10.99%, LG화학이
10.59%, 삼성SDI가 5.57%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힘
(LG Chem Michigan Inc.) LG화학 미시간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투
자를 결정함으로써 미국 정부로부터 12년간 약 34만 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국에 설립된 LG 화학의 자회사로 포드 및 제너럴모터스(GM)와 같은 다양한 자
동차 제조사에서 사용됨
(Panasonic Energy of North America, PENA) 파나소닉 북미는 일본의 전자 제
품 제조 기업인 Panasonic Corporation의 자회사로 PENA는 2014년에 전기차의
저명한 제조업체인 테슬라와 합작 투자를 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됨
(EnerSys) 188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리딩에서 시작된 에너시스는 최근 리튬 이
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ABSL

Power

Solutions,

Quallion,

Enser

Corporation(ENSER) 등을 인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Samsung SDI Co., Ltd.) 미시간 주 오번 힐즈에 위치한 삼성 SDI는 노트북, 태
블릿, 스마트폰 및 전동공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으
며,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용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전기차, ESS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수요 확대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은 전기자동차, ESS를 비롯하여 로봇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응용분야의 핵심기술로 활용되고 있기에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임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 속도는 가격 하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
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고기능화, 고용량화 등 기술 향상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임
미국 ESS 수요를 담당하는 전력 업체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 업체들을 선정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원가 및 품질 혁신을 이룬 한국 관련 업체들이 유리
한 측면이 있음

❍ 대체소재 연구개발 필요
최근 전고체배터리 등 기존 전기차 배터리의 대체재 시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 국내 관련 기업들은 소재 개선 및 대체 소재 연구 개발을 통해 차세대 배
터리 개발 노력에 힘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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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개선과 관련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리
콘밸리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관계자 P씨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에 쓰이는 소재개발을 통해 전지 성능과 수명 개선, 전기 전도도를 높이면서
배터리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함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배터리, 소재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구조 다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세금 감면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 전기차 인프라 활성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최대 수요처는 전기차산업이 될 전망으로 전기차산업의 발전으
로 앞으로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펼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중국 전기차산업과 리튬 이온 배터리산업의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정부 주도의 전
기차 정책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힘쓴다면 전기차산업 뿐만 아니라 배터리산업까지
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임

〔보고자 : 미국 LA 무역관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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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스타트업 투자유치, 독일 뮌헨·바이에른 지역 고려 필요
▸독일 최대의 경제권으로 E-Mobility, AI 등 주요 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 높음
▸ 베를린과 달리 B2B 제품 관련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편

□ 바이에른 주 독일 내 두번째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위치
ㅇ 뮌헨이 위치한 바이에른 주는 베를린에 이은 제2의 스타트업 창업지역
- 2018년 기준 바이에른 내 투자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 수는 총
116개사로, 여타 산업기반이 발달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34개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59개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음.
ㅇ 바이에른 주의 스타트업 들이 투자를 유치한 케이스는 2018년
기준 총 124건으로, 이는 전년 76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임
- 베를린의 2018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케이스가 245건으로, 전년도
건수의 233건에서 별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유독 바이에른 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바이에른의 2018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총액은 8억200만 유로로,
전년 4억700만 유로 대비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특히 바이에른 주는 2018년 기준 의료분야에서 총 1억3100만 유
로(14건)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베를린 8500만 유로(25건),
브란덴부르크 3800만 유로(7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200만
유로(10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임.
- 참고로 바이에른 주의 E-Commerce분야 투자유치 금액은 1억
4300만 유로(12건)로, 이는 베를린(10억9200만 유로), 함부르크(3
억2200만

유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며, 이외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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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4억5600만 유로(29건), 소프트웨어 분야는 1억7700만 유
로(39건), Mobility분야는 3800만 유로(13건)의 투자를 유치했음.

□ 바이에른 주, 특히 B2B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
ㅇ 뮌헨이 위치한 바이에른 주는 지멘스, BMW, Audi 등이 위치한
독일 최대의 경제권임.
- 독일 16개 주중 면적 기준 1위,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는 2018년 기준 GDP가 약 6250억 유로로, 오스트리아 3800억
유로, 체코 2000억 유로, 스위스 6100억 유로 등 이웃국가들의 경
제규모를 초과함.
ㅇ 바이에른 주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인 된 기업들도
다수 존재함.
- Voxeljet 뮌헨공대에서 1995년에 창업하여 3D프린팅 분야의 대표적 기업이 됨.
- Wirecard: 1999년에 뮌헨에서 창업하여 매출액 20억 유로의 핀테크 업체로 성장함.
- Flixbus: 2005년에 뮌헨에서 창업한 시외버스운송업체로, 28개국 1,700개 도시를 연결 중
- Mynaric : 독일 항공우주센터 출신의 직원이 창업해 공중과 우주를
비행 중인 물체사이의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해 2017년에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마침

□ 바이에른 주 정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
ㅇ

바이에른

경제부

부에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Gruenderland,Bayern’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바이에른 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음.
- 바이에른 주에서는 기업 설립 코칭 및 회사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재정적인 지원프로그램(인센티브,
대출제도) 제공함.
- 바이에른 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약 280여 투자자들과
100여 개의 기관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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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ruenderland Bayern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에른 주 정부에서는
1,600여 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2018년 5월 기준 해당 기업들을
통해 1만1,400명의 일자리와 약 10억 유로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음.
- Financial network인 BayStartUP(2014년 설립)에서는 2016~18
기간 1억4580만 유로의 시드투자(seed-capital)를 중계함.
ㅇ 바이에른 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BtoB 시장을 목표한 기업들이
많으며, 특히 BMW, Audi, Siemens 등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해당 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동이 많이 나타남.
- 참고로 스타트업 환경이 발달된 베를린 지역의 경우 B to C 관련
품목의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나, 바이에른 주의 경우 외국 스타트업
기업(유럽기업)들의 B to B 제품 관련 품목으로의 활동이 활발함.
ㅇ 바이에른의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Bavaria의 Ms. H에 따르면,
바이에른 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투자자 초청 행사 등에
한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기업의 참가도 가능하며 기업 지원도 독일기
업과 차별이 없으나 바이에른 주 소재 투자자들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함.
ㅇ 바이에른 주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 “인큐베이터 제도”도
운영하고 잉골슈타트(Ingolstadt), 로젠하임(Rosenheim) 등 바이에른
주 내 20여 곳에 인큐베이터 센터가 소재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바이에른 주에는 최근 들어 다수의 우량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국제적으로 찾고 있는 바, 한국 스타
트업도 주요기업의 스타트업 행사에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넣어볼 필
요가 있음.
- 대부분의 스타트업 행사는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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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칭, 평가, 토론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바이에른내 주요 기업의 스타트업 행사]
1. Schaeffler Venture Forum
-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업체중의 하나인
Schaeffler사가 매년 개최하는 스타트업 행사로, 주요 분야는
Automotive Tech, Digital Solutions, High Performance Electric
Actuators, Intelligent Materials
2. Brose Technology Partnering
- 독일 자동차전기모터 분야의 선두 기업인 Brose사와 협력하기 위
한 스타트업 발굴행사
- 주요 분야는 Sensor Solution, 인텔리전트 QC, 자동차 실내오염 확인 등
3. BSH Innoslam
- 독일 프리미엄 생활 가전기업이자 유럽 내 최대 제조업체인 BSH
Home Appliances Group(보쉬 앤 지멘스)의 요청에 의거 BSH와
의 협업 및 R&D 협력하기에 적합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행사
- 인간 기계 상호작용, 가정용(부엌) 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
의 기술 및 솔루션에 적합한 스타트업과 BSH사의 파트너십을 위
한 1:1 매칭행사
ㅇ

상기

기업들

이외에도

지멘스의

Global

Venture

Firm인

Next47(next47.com)과 세계적인 3D 프린팅 기계 생산업체인 EOS
사의 자회사인 AM Ventures(www.amventures.com)등 각종 CVC
도 한국내 스타트업 발굴을 하고 있는 바, 관심기업은 뮌헨 무역관
을 사전에 접촉할 필요가 있음.
ㅇ 핀란드의 슬러쉬, 포르투갈의 웹서밋와 유사한 스타트업 행사로는
뮌헨에는 ‘Bits & Pretzels(www.bitsandpretzels)’가 있음
- 매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뮌헨에서 개최되는 옥토버페스트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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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는 이 행사는 Startup Exhibition, Matchmaking Area,
Pitchi Stage 등으로 구성됨.
- 현재까지 대부분의 참가업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업체이며, 전체
행사 참석자는 약 5,000명 수준임.
ㅇ 만약 바이에른 주 내 스타트업 창업을 원할 경우 해당산업 클러스터
사전접촉 및 지원내역 확인이 바람직함.
- 바이에른 주에는 약 35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자동차
(Cluster

Automotive),

IT(BICCnet),

항공(BavAiria),

바이

(BioM), 기계자동화(Cluster Mechatronik & Automation), 화학
(Chemie-Cluster Bayern), 에너지(ENERGIEregion Nuernberg),
센서(Seonsorik), 의료(Medical Valley)등이 대표적이며,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음.
- 일부 클러스터(Medical Valley 등)는 스타트업에 사무공간을 제공
하는 것도 가능한 바, KOTRA 뮌헨 무역관을 통해 지원내역을 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바이에른 지역 투자가들은 투자방식이 매우 보수적인 바, 투
자 유치에 노력과 시간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
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성장 중인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 매년 11% 규모로 지속 성장 중
▸ 현지 시장 특성 파악 선행 시 진출 가능성 큼

□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ㅇ독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Bundesverband E-Commerce und
Versandhandel e.V., bevh e.V.)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독일 전자
상거래 매출액은 총 173억6300만 유로로 전년 156억 유로 대비
11.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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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자상거래 주요 구매품목인 의복, 신발 등 패션제품(매출액:
32억600만 유로, 전년대비 13.8% 증가)뿐만 아니라 식료품 및 일
용소비재 등 일상용품(매출액: 12억4900만 유로, 전년대비 14.2%
증가) 등 다수 상품군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증가함.
ㅇ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Amazon, 독일 내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2800명 추가 고용 및 Mönchengladbach에 13번째 물류센터를 신규
운영 예정
-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Amazon 해외 사업부 중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현재 Amazon은 독일 내 35개 지점 운영 중

□ 2019년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ㅇ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 중
- 2018년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은 651억 유로로 2014년(428
억4000만 유로)대비 약 52%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2014~2018년)

연평균 11%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식료품의 경우, 비(非)식료품에 비해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
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나 두 상품군 모두 전자상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 쇼핑몰 중 amazon.de가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otto.de, zalando.de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amazon.de, 상위 10대 독일 전자상거래 쇼핑몰 매출액 중 약
51.2%의 비중을 차지하며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내 독보적 입지
구축

□ 독일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트렌드
ㅇ 독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패션&잡화(24.9%,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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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컴퓨터·전자제품(24.3%)을 주로 구매하는 반면, 시계&장
신구(1.7%) 및 사무용품(1.6%)의 경우 해당 시장을 통한 거래 비중이
낮은 편임.
ㅇ 전자상거래의 주된 이용수단으로 스마트폰이 대두되고 있음.
- 2018년 전자기기 중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 비중은
24%로 2015년(7%)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15년 81%의
비중을 차지한 이후 2018년 68%로 감소세를 보이는 컴퓨터와 대조를
이룸.
ㅇ 전자상거래 대금 결제 시 독일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대금을 지급
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paypal을 통한 대금
결제를 선호함.

□ 국내 기업의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방안
ㅇ 국내 기업의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관련, 독일 시장 진출 컨설팅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Q1. 독일 주요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한 방법
A1.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제품을 파는 방법과 다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경우는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쇼핑몰을 운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기간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경우는 흔히
Shopify(www.shopify.com) 혹은 Magento(https://magento.com/)
를 통해서 손수 제작이 용이해 단시간에 자기만의 쇼핑몰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은 이미 고객이 확보된 공간에서의 활
동이므로 제품 홍보 활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만큼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마련입니다. 아
마존의 경우 “Vendor”와 “Seller”로 구분해 입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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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의 경우 제품을 Amazon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판매
및 배송도 Amazon이 직접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인 Seller는
Amazon의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지만 제품은
Seller 창고에 있고 배송 역시 Seller의 업무입니다. 인보이스도
Seller 이름으로 직접 작성이 되며, 결제는 Amazon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이 됩니다.
독일 지역의 Otto, Lidl 온라인 등은 대부분 매입에 의한 판매인
Vendor 방법으로 판매가 됩니다. Vendor의 경우는 대부분 납품이
수시로 가능한 재고와 창고가 인근 지역에 있어야 하며, 수시로 입
출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상 타 거래선의 Reference를 요구하
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Lidl 온라인은 다른 온라인 입점실적 3개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Seller, Vendor 등록을
위한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Seller 등록은 Vendor와 비교해 자유
로운 가격결정 등의 운영상 장점이 있고 제품 등록 역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반면 Vendor의 경우는 Amazon의 일정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주요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시 유의사항
A2. 제품판매를 위해 홍보가 중요한데 요즘은 페이스북 광고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도 효과가 있습니다. Amazon 자체 광고
또한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좋은 툴입니다.
수시로 경쟁사와의 가격비교 및 조정도 필요하며, 재고가 쌓여
제품의 가격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상황도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독일 소비자 역시 아마존 프라임서비스 및 익일 9시 배송 등의
특별 배송 프로그램이 늘어감에 따라서 배송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배송과 관련해 몇 가지 유의할 것이 인증 부분과 통관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발송 후, 독일 도착 및 세관 통관 시 인증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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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E,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유해물질
제한지침),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
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 ProdSG(Produktsicherheitsgesetz, 제품
안전법)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3. 기타 안내사항
A3. 유럽의 유통 구조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유통 구조 안에 들어
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온라인 상점을 직
접 운영해 수익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나눠 대형 유통상을
통해서 온라인 입점 및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고 충분한
경험과 기반이 닦아졌을 때 비로써 직접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독일 시장에 적합한지 혹
은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 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거듭날 기
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을 잘 아는 파트너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독일 시장의 경우 언어 장벽이 존재하는데 가능한 독일어 제품 설명
등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독일인이
많지만 독일어를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지어로 된 설명,
적절한 단어 선택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물 또한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Amazon과 같이 대형 온라인 유통망에 제품을
꾸준히 런칭하는 방법과 별도의 브랜드 쇼핑몰을 만들어 시간을 두고
홍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품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장기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시사점
ㅇ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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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컴퓨터·전자제품 등과 더불어 식료품 및 일용소비재 등 기존
오프라인 거래상품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다수 구매되고 있
음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이용자 수가
2017년 7110만 명에서 2023년 783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방증함.
ㅇ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시, 시장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함.
-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방법 및 통관·인증 이슈 등 관련 절차 및
제도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 실시, 독일 소비자들의
배송서비스 기대감 증대 등 현지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
- 독일 인구 중 20~49세 및 8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15년 38%,
6%에서 2050년 32%, 14%로 각각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독일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 또한 시장 특성 파악에 유익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 뉴스

〔보고자 :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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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무역관)
 일본, 미니사이즈 화장품 열풍
미니사이즈 화장품 열풍을 통해 보는 글로벌 트렌드
고급 브랜드들의 미니 사이즈 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기존에
30~50대 여성이 주 고객층이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도 10대 후반
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 고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에스티로더 그룹의 브랜드 'M·A·C'은 1,500엔대 미니 립스틱 등이 포함된
‘리틀 M·A·C’ 시리즈를 선보임, 일본의 메이크업 대표 브랜드 ‘SHISEIDO’
에서는 일반 화장품 절반 크기의 ‘피코’ 시리즈를 발매해 미니 사이즈
립스틱과 매니큐어를 선보임

용량과 가격이 기존 제품의 절반 정도로 부담 없이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 재현 가능
- 트렌드의 변화 속도 역시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예전
보다 화장품의 구입 빈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적은 미니 사이즈 제품이 유용함
글로벌 에코 트렌드와 일본 소비자 심리에 동시에 부응
- 화장품은 도중에 질리거나 색을 잘못 구입하는 등의 경우 다른 물품과는

달리 위생상의 문제로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치
되다가 결국 버려지게 되는 일이 많음

- 하지만, 미니사이즈 화장품은 작고 귀여우면서도 ‘제품을 끝까지 쓰지

못해 "아깝다"(もったいない)’는 기분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글로벌 에코
트렌드와 일본 소비자 심리에 동시에 부응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개봉후 반년에서 1년이면 품질이 나빠지게 되어

특히 립스틱은 2~3개월에 다쓰는 사이즈가 위생적이라는 것에도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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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사이즈 화장품 열풍을 뒷받침 하는 또다른 트렌드 “캐시리스 가속화”
- 페이페이(PayPay) 등 캐시리스 결제수단의 보급이 최근 들어 빠르게 이뤄

지면서 휴대품도 간소화되는 경향이 짙어져 각 브랜드에서 2018년도부터
미니 지갑을 잇따라 발매하고 대형 백화점 등에서는 미니지갑이나 미니백
등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미니’ 유행이 이어지고 있음
- 이후 미니 화장품 유행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캐시리스 보급이 지속적
으로 이뤄진다면 미니사이즈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 역시 지속될 것
이라는 분석임

기업에서도 화제성을 노려 수량한정의 판매가 많고 유행 브랜드를 즐
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기분에도 합치
시사점
기존 일본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의 경우, 그 동안 주로 작고 귀여운
디자인과 ‘프치프라’(저렴한 가격)라는 이미지를 어필한 제품이 대체적
으로 인기를 끌어왔음.
하지만 최근 백화점 브랜드들의 미니사이즈 제품 출시를 계기로 한국
화장품의 주 고객층인 10-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
구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한국 화장품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일본 작업복 시장동향
직원용 작업복 디자인을 쇄신, 해당제품이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매김
2006년 설립하여 급수설비의 진단, 배수관 공사, 수도시설의 리모델링
등 수도관련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오아시스솔루션에서는 창업
1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원 유니폼 변경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추진
- 실용성과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때를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세탁기로
빨 수 있는 점도 해당제품의 강점임.

신규 유니폼에 대한 직원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직원의 태도 및 품행
- 27 -

에도 변화가 생겼고 수도공사 시공을 받는 고객으로부터도 시공하는
직원들의 청결감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다수 얻음
해당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실용성이 입소문으로 퍼지며, 2017년 12월에
그룹 내에 의류 판매 회사를 설립 후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시장에서
호응을 얻음
2019년 2월에는 이세탄(伊勢丹), 미쯔코치(三越) 등 일본 유수의 백화점
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유니폼 전문 디자인∙
판매 사업도 개시, 새로운 먹거리 사업 창출에 성공함.
작업복 전문기업이 일본 의류업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
일본경제신문사가 뽑은 2019년 가장 주목할 유통기업은 ‘워크맨
(Workman, ワークマン)’으로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업체
-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중시해서 방수, 방한, 방염, 방온 등 작업복에 다양한
기능을 입힌 소재에 강한 기업

최근 들어 워크맨이 일반 소비자를 타깃으로 아웃도어 웨어 전문의
‘워크맨 플러스’라는 점포를 전개하면서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음
- 일본에서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해당기업의
업태가 사양사업화 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일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자사브랜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섬
- 작업복과 아웃도어 웨어는 일견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워크맨 상품이 등산, 낚시, 러닝, 오토바이 등의 용도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하며 네티즌 사이에 평판이 좋아짐
- 일본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제품을 주력상품으로 생산
해왔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용 제품도 가격대비 품질이 매우 뛰어난 것
으로 정평이 나 있음
- 여기에 캐주얼 스타일을 가미하여 디자인도 뛰어난 제품을 구현하며
최근에는 여성 및 아웃도어 애호가 등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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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늘고 있으며, 특히 내구성과
간편함, 저렴함의 삼박자가 갖춰진 제품이 히트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 캠핑 등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 자연
재해 증가로 신체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은 작업복 메이커가 향후
에도 일반 의류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됨

※출처 : KOTRA무역관 종합자료함, 일본경제신문, 닛케이, 산케이 신문, 일본경제산업성 등

〔보고자 : 일본 도쿄무역관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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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무역관)
 中, 안과용 의료기기 시장동향[산업/상품]
상품명 및 HS Code
검안기기와 안과용 진단기기 등 안과용 의료기기
- HS Code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밖의 전기식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
구분하고 있으며 안과용 의료기기도 제9018호에 해당됨
- 안경점에서 사용하는 시력검사기, 안과용 진단기기 등은 HS Code
9018.50로 구분하며, 안과용 수술기구 등은 HS Code 9018.50.9000에
포함됨
- 광학기술을 이용한 광학현미경은 HS Code 제9011호, 안경유리용
렌즈의 가공용 공작기계는 HS Code 8464.20으로 분류됨

품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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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및 동향
안과질환 증가에 따른 안과용 의료기기 수요 확대
- 현대인은 집, 직장, 학교 등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순간
까지 장시간 노출되는 실내 전자파, 야외 자외선 등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황반 변성,
백내장, 녹내장 등안과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 내 소득수준의 높아지고 의료보험제도가 정비되면서
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더욱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6658만 명으로 전체 인구 비중의 11.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의
안과질환도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 시장조사기관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안과 서비스 시장 발전 현황 및 트렌드 분석(2018年中国眼科
服务行业发展现状及发展趋势分析)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안과
관련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1594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억 위안)
2012~2021 중국 안과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 예측

자료: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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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의 치료방법과 의료기기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보편화
- 중국산업정보망에 따르면 OCT(광간섭단층영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등 광학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기술이 발전하고 보
편화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외에도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안과 의료서
비스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산업정보망은 2021년 종합병원 및 클리닉 등을 통해 안과의
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1억4000만 명으로 예상했으며 연평균
5.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최근 3년간 수입 규모 및 수입동향
GTA(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안과용 의료
기기(HS Code 9018.50)의 수입은 약 6억232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증가
- 중국은 2018년 수입 규모 상위 10개국으로부터 안과용 의료기기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2019년 1~5월 중국의 안과용 의료기기 수입은 2억63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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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동향
안과용 의료기기 관련 품목 수입 증가

- 2018년 중국의 한국으로부터 안과용 의료기기(진단기), 광학현미경
(시력검사기), 안경유리용 연마기 및 광택기의 수입이 전년대비 모
두 증가함
- 2018년 한국의 HS Code 9011(광학현미경)의 대중국 수출은 439만
달러로 전년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HS Code 제9011호 중 HS Code 9011.90(광학 현미경 부분품과 부속품)의
대중국 수출이 12만 9810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6.1% 증가함
- 특히 중국이 연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마기·광택기 총
수입액(3억857만 달러)의 77.6%를 일본과 한국이 각각 39.3%,
38.3%차지하고 있음

수입관세율
품목별 수입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분류 후 수입 세율 확인 필요
- 광학현미경과 관련된 품목(HS Code 9011.10, 9011.20, 9011.90)의
MFN 세율은 0%로 조사됨
- HS Code 9018.50(안과용 그 밖의 기기)은 APTA 세율 1.3% 적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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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

경쟁동향 및 유통채널
안경원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안과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구분
- 안경 및 렌즈 착용 전 진행되는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검안기는 안과용
진단기기보다 가격이 낮지만 안경점 또는 렌즈 판매 유통채널 등 을
통해 구매 수요가 있음
- 안과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안과용 진단기기와 안과
수술기기는 병원을 통해서만 유통됨

주요 기업 및 경쟁
- 중국산업정보망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
으며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판매·유통을 하고 있음
- 수술용 현미경(Surgical Microscope)은 미국의 알콘(Alcon Laboratories)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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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콘 중국 법인(爱尔康(中国)眼科产品有限公司)을 통해 판매되고 있
으며, 일본의 니덱(NIDEK)제품은 니덱 중국 법인(尼德克医疗器械贸易
(上海)有限公司)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중국 의학과학원생물의학연구소(中国医学科学院生物医学工程研究所)는 톈
진마이다의학과학기술유한공사(天津迈达医学科技有限公司,

MEDA)의

대주주로 참여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안과 전용 초음파 진단기를 출
시했으며 중국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음
제품인증
- 2018년 3월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에서 의
료기기 등록 및 판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랴오닝성(辽宁
省)의 해당 업무 소관기관은 랴오닝성시장감독관리국임
- 현재 랴오닝성의 제품 등록 및 인증 관련 업무는 기존 랴오닝성식품약품
감독관리국에서 담당함
- 수입 의료기기는 인증이 필수이며, 인증관련 세부 정부는 KOTRA
국가정보(중국)의 주요 인증제도에서 참고 가능함
- 다롄 해관에 문의한 결과 안과용 의료기기(HS Code 9018.5)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과 중국품질인
증(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이 필수조건은 아니며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국품질인증센터(CQC, 中国质量认证中心,)를 통해
중국강제인증(CCC, ChinaCompulsory Certification)과 더불어 기업이
스스로 원해 부착하는 중국품질인증(CQC, China Quality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중국품질인증센터의 한국 지사인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
컴퍼니(CICC KOREA, http://ccickorea.com)를 통해 중국강제인증,
중국품질인증 등을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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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기기의 시장유통
- 다롄 해관에 문의한 결과, 해외에서 의료기기(HS Code 9018.50)
통관 시 상품검사와 의료기기 등록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음
-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득한 해외 브랜드는 현지 판매법인
또는 중국 내 대리상 위주로 판매 및 유통되고 있음
- 일부 해외 의료기기 제조사는 중국 현지 판매 법인을 두고 영업
망을 넓히고 있음

시사점
중국 내 식품·의약품 규제 관련 변화 움직임
- 중국 내 과대·허위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유관 부서의 감독, 관리가 강화됨
- 중국 내 변화 트렌드를 감지하고 중국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내
영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GTA(Global Trade Atlas),
중국해관통관실용책자(中国海关报关实用手册), 등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보고자 : 중국 상하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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