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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무역관
❍ 한국 기업이 알아둬야 할 美 지식재산권 이야기
❍ 2019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시장 판매전략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 속 한류를 심다
❍ 독일, 강변축제에서 ‘K’-붐을 확인하다

일본 도쿄 무역관
❍ 일본, 고령화로 인한 기저귀 시장의 수요 증가
❍ 일본,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8월 28일부로 시행

중국 상하이 사무소
❍ 중국, 자동차 산업, 신에너지와 스마트카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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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LA 무역관)
 한국 기업이 알아둬야 할 美 지식재산권 이야기
미국 지식재산권의 기초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발명, 문학 및 예술작품, 상업적으로 쓰이는
상징, 이름, 이미지 등을 모두 포함한 정신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세계지
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는 정의 WIPO
에서는 지식재산을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누고 있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특허, 상표권, 저작권을 가진 유·무형의 작품·창작물·발명 등과 이의 창작자 또는 소
유자를 보호하는 권리임 또한 해당 창작자 또는 소유자는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에
대한 우려 없이 이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도 정의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Patents), 상표(Trademarks), 저작권(Copyrights), 영업
비밀(Trade secrets)로 나눌 수 있음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로 다시
말하자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을 가진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
특허(Utility patent)’와 새롭고 진보적인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로 나뉨
‘상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짓는 독특한 상징이나 표시를 뜻하며 상표
권이란 이와 같이 특정한 이름, 로고, 소리, 향 등을 포함한 식별력 있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임. 상표에는 식별력을 지닌 고유한 외관이나 형상, 디자인을 보호하
는 ‘트레이드 드레스’ 또한 포함됨
‘저작권’이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원본의 창조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소설·시·각
본 등의 문학 작품, 영화, 음악, 그림·사진·조각 등의 예술작품 및 건축 디자인 등
이 모두 다루고 있음. 또한 각종 공연에서의 예술 행위, 작곡된 음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 및 제품 매뉴얼까지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유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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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노하우 등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기업의 비밀 정보를 뜻하는 ‘영업 비밀’
또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 비밀과 같은 비공개 정보
의 비밀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수단과 절차의 사용이 강조됨

특허의 소유, 양도 및 출원
‘특허에 대한 권리’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
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음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 시 ‘유효 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을 기준으로 특허 요
건을 판단하게 되며, 창작 권장에 더욱 힘을 실은 개정된 특허법(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에 의해 특허 부여의 우선순위 기준이 ‘선발명주
의’에서 ‘발명가 선출원주의’로 변경됐음. AIA 개정 이후의 발명에 대해 출원 전 타
인에 의해 먼저 공개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됐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음
AIA 변경 이전과 동일하게 발명자 자신이 출원 전 발명 내용을 공개한 경우 공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타인의 발명에 대해
무단으로 출원할 경우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유의

한국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美 지식재산권 이야기
[KOTRA 로스앤젤레스 IP-Desk 김윤정 변호사 인터뷰]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나와는 혹은 우리 업과는 무관한 이
야기라고 여기는 경우를 자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함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을 떠올리면 전체 비즈니스들 중 대략 30%가량만이 사
업상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
는 비즈니스를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경우 상호와 연관
된 ‘상표권’과 관계가 있으며, 의류 생산기업의 경우는 원단의 패턴 등이 ‘저작권’과
관련돼 있음
지식재산권은 특히 미국에서 매우 중시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자체
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한국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꼽으며, 김 변호사는
더 많은 한국 진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높은 비용이 드는 특허 출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진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출원에 대해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함. 미국에서 특허 출원 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적으로 약 5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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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특허 출원 비용으로 인해 한국 진출 기업들은 신제품 혹은 신기술 등
의 ‘발명’에 대해 곧바로 특허 출원을 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미국에는 해당 제품이나 기술의 판매, 판매 제안, 공개 발표가 일어난 지 1년
안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는 ‘1 Year Statutory Bar ’가 존재하며, 만약 발명가 자
신이 아닌 타인이 먼저 공개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발명품이나 주력
상품 등은 그 즉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됨
만약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거나 해당 발명을 급히 공개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정식 특허 출원 전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함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란 정식 특허 출원보다는 비교적 낮은 비용과 간
단한 절차로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와 특허 출원일을 일시적으로 확보해 둘 수 있
는 제도임
비용은 약 1500달러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발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제출 문서에 들어가 있다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 신속한 제출이 가능
함.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해당 가출원에 기반한 정식 출원을 할 수 있음
가출원 제도로 확보한 1년이라는 기간은 해당 발명 아이디어·기술·제품에 대한 구
체화, 시장성 확인,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기간이며 가출원이 완료된
발명품에는 ‘Patent Pending ’이라는 문구 표시가 가능해 경쟁자에게는 어느 정도
의 경각심 또한 줄 수 있겠음

대표적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
흔히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실제로는 공식 등록된 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겪는 한국 기업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가장 대표적인 예로 ‘훌라후프(Hula Hoop)’와 ‘프리스비(Frisbee)’를 들 수 있음.
훌라후프와 프리스비는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미국 WHAM-O사의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흔히 ‘놀이용 후프’와 ‘던지는 원반’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
로 여겨져 왔기에 이들 상표의 사용에는 큰 주의가 필요함
각종 단열재, 완충재, 일회용 포장·식탁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Foamed polystyrene) 소재인 ‘스티로폼(Styrofoam)’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반명
사로 많이 사용되지만 등록된 상표인 사례 중 하나임. 스티로폼은 미국의 다국적
화학 기업인 The Dow Chemical Company의 공식 등록 상표임
고화질의 영상 및 음향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 및 단자(포트)를 의미해 TV ·랩톱 등
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HDMI ’ 또한 공식 등록된 상표이며, HDMI Licensing,
LLC 에서 상표권 및 라이선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비슷한 사례로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을 의미하는 ‘블루투스(Bluetooth)’ 또한 Bluetooth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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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Group 의 공식 등록된 상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언급
** 일반명사처럼 흔히 사용되지만 공식 등록된 상표인 사례 : 훌라후프, 프리스비,
스티로폼, HDMI, Bluetooth

자료: Pixabay, HDMI.org, Bluetooth Technology Website
위에서 살펴본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한국의 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생산 기업은 Google 검색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제
품 매뉴얼에 사용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인 Getty Images 로부터 저작권 침해
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사례가 있음

시사점 및 조언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식재산권, 중요성 점차 강조돼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여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접수되고 있음. 2019년
말부터는 특히 eBay, Wish 등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셀러(Seller)들을 대상으로 매우 많은 상표 침해 소송이 접수되는 동향이 포착
상표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여러 명의 피고를 모아 하나의 소송으
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주로 피고인의 셀러 아이디를 이용해 많은 셀러를 대상
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다수 목격됨
소송에 걸린 피고들은 소규모 기업 혹은 개인 셀러가 대부분이기에 변호사를 선임
해 법원에 출두하거나 소장에 답변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며, 이처럼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원고 측 의견만을 듣고 판
결을 내리는 ‘궐석 재판(Default Judgment)’의 대상이 됨
타인의 상표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지양돼야 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에서 특히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
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혹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항상 이에 대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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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해둬야 할 것으로 보임

전시회 시즌 앞두고 특히 전시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진행될 MWCA, AAPEX, CES 등의 미국 내 대규모 전시
행사를 앞두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전시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전시회는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장소로 지
식재산 관련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타인이 본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
전시회에서 전시 물품에 대한 특허, 상표,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라면 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가 필요하며 만약 전시하려는 물품이 타인의 지식재
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될 것임
전시와 관련된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도 Copyright 혹은 ⓒ 마크, 저작권자 성명,
출판 연도 등 올바른 저작권 표시가 필수임. 전시업체가 아닌 일반인 또는 침해 색
출을 위한 전문 업체의 직원 등이 부스를 방문하거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배회·
염탐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시회 참가 이전에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 인증서를
준비하고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이러한 제품이 수록된 카탈로그, 배너,
포스터 등의 홍보자료 또한 진열·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혹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전시회 주최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모든
관련 제품 또는 홍보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해 즉시 진열대에서 모두 제외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
련 분야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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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시장 판매전략
* 소비자에게 기대감 줄 수 있는 세일 전략 필수, 빠른 무료배송·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픽업으로 쇼핑
편리성 확대 필요

숫자로 보는 2018 블랙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5일
동안 미국인 1억 6500만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쇼핑
미국소매협회(NRF)와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 앤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쇼핑한 소비자들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13달러로 전년 336달러 가량에 비
해 감소, 이 금액 가운데 69%(217달러)는 선물을 구입하는 데 지출
연령별로는 밀레니얼과 X세대 (35~44세 )가 1인 평균 약 413달러를 지출해 가장
큰 소비층으로 조사됨
NRF가 Prosper Insights &Analytics 를 통해 2018년 11월 24~25일 미국인
3058명을 대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주말과 사이버 먼데이 쇼핑 계획을 설문 조사
한 결과로 오차범위는 ±1.8%

미국 최대 소매업계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
미국의 대명절인 추수감사절(11월 셋째 주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에 소비자들
이 가족·친구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전통에서 시작됨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몰려든 소비자들 때문에 소매업체의 매출 전표에 매출 기록
이 검은색 잉크로 빼곡하게 찍힌다는 데서 ‘블랙프라이데이 ’라는 말이 유래됨
최근에는 소매업체 간 세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 대목이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오후부터 시작돼 사이버 먼데이로 불리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짐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은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의 매출 실적
을 가늠해보는 소매업계의 지표 역할을 함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객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를 활용해 쇼핑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멀티채널 소비자는
8970만 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
멀티채널 소비자 수는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액
은 단일 채널만을 활용한 소비자보다 최대 93달러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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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만 이용한 쇼핑객은 3470만 명(21%), 온라인으로만 쇼핑한 쇼핑객
은 4140만 명 (25%)이었음

20~30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지출이 증가 추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동안 18~24세인 Z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를
위해 1인 평균 149달러를 지출해 다른 세대와 비교해 지출 규모가 가장 컸음
Prosper Insights &Analytics 의 부회장인 필 리스트는 “2018년은 Z세대와 밀레
니얼 세대가 추수감사절 주말 쇼핑의 방식을 바꿨다”며 “젊은 쇼핑객들은 제품 구
매 결정을 위한 리서치에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물 외에 자신을 위
한 지출을 한다”고 설명

블랙프라이데이 주말 동안 가장 많이 쇼핑하러 가는 곳은 백화점
으로 전체의 42%가 백화점을 이용
온라인 소매점은 38%, 의류 매장은 30%, 식품점은 30%를 차지, 할인매장은
29%, 가전제품 매장은 27%로 조사됨

2018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행동 분석
미국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기다리는 것은 높은 할인
비율 때문임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
미국 소비자의 54%가 높은 할인율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의 동기가 됐다고 응답
특정 아이템 할인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 제품 구입시 사은품 증정이
50%로 조사됨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이 전통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20%, 미리 계획된 예산
에 따라 쇼핑한다고 답한 비율은 17%였음

미국 소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대한 특별한
쇼핑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쇼핑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달했으며 대략적인 쇼핑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31%였음
좀 더 구체적인 쇼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7%이며, 세부항목까지 꼼
꼼하게 계획을 세운 응답자는 8%에 불과

쇼핑 정보를 얻는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율이 비슷
블랙프라이데 쇼핑 시 소매점 웹사이트로 구입할 제품을 찾는다는 비율은 49%,
- 10 -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비율 역시 45%로 미국 소비자들은 소매점 웹사이트와 오프
라인 매장에서 골고루 쇼핑 정보를 얻고 쇼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검색엔진을 활용 비율은 37%, 카달로그·플라이어·신문과 소셜미디어는 각각 33%
로 나타남, 이 밖에 TV 광고는 25%였음

실제 제품 구입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소
비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쇼핑 채널로 활용한다는 소비자 비율은 48%였음
온라인에서만 구입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2%,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자는 21%였음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부분을 구입한다는 비율은 14%,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입
한다는 비율은 4%로 조사됨

미리 예측해보는 2019 블랙프라이데이
2018년 크리스마스 시즌 소매 매출은 온라인 판매의 기여도가 어
느 때보다 컸던 해로 의미가 있음
맥킨지 앤 컴퍼니에 따르면 2018년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미국 소비자
들이 지출한 금액은 총 8500억 달러로 전년대비 5% 늘었으며 증가율은 지난 6
년래 최대치를 기록
특히 이 가운데 온라인 매출은 전년대비 19% 늘어 전체 소매 매출 확대를 견인
여전히 오프라인 매출 비율이 온라인에 비해 훨씬 크지만 연말 쇼핑 기간 동안 온
라인은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
험을 선사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올해 연말 쇼핑에서 온라인 판매에서 아마존의 영향력 증가 예상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의 81%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쇼핑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음
블랙프라이데이 주말과 이어진 사이버 먼데이에 발생한 아마존의 트래픽은 경쟁사
에 쇼핑사이트에 비해 5배 가량 높았음, 사이버 먼데이 동안 방문객의 11%가 실
제 제품을 구매했으며 평소보다 판매량도 15% 높았음

블랙프라이데이 주말부터 12월까지 소매업체의 적절한 세일 전략
이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음
2018년 연말 쇼핑 시즌에 이 전략을 가장 잘 쓴 소매업체는 가전판매 전문점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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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바이’와 백화점 ‘콜스’, 슈퍼마켓 ‘타겟’임
이들은 고가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미끼상품, 전 상품 무료배송,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등을 효과적 광고 전략으로 온라인 매출 확대와 주문 수량을 늘리는
데 성공,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난 이후에도 12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함
베스트바이의 경우 12월 1~20일까지 매일 한 가지씩 고가의 가전을 특가에 내놓
으면서 소비자 흥미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콜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주
말에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25% 할인 쿠폰을 제공함. 타겟은 주말마다 ‘위크엔드
딜 ’을 내놓으면서 주문량을 올림

온라인 판매는 빠르고 편리한 무료 배송이 소비자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베스트바이와 타겟은 온라인 쇼핑객들이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빠르고 편리한 배
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 가운데 타겟의 12월 온라인 주문수량은 9월과 10월
에 비해 146% 증가
반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만 무료이며, 이틀 배송 혜택을 제공한 소매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온라인 주문수량이 94% 증가하는데 그침
또 크리스마스를 3~4일 앞둔 시점에서 빠른 무료 배송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높여주고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만들어 줌
크리스마스를 몇 일 앞둔 시점에서 아마존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배송 완료할 것을
보장해도 상당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
실제로 12월 22일 아마존 사이트 방문객과 판매수량은 평소보다 9%와 18% 하락
대신 직접 매장을 찾거나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당일이나 다음날 가까운 매장에서
주문한 물건을 픽업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
베스트바이, 타겟, 월마트, 메이시스, 콜스 등 12월 24일까지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한 업체들의 온라인 트래픽과 판매수량은 평소보다 증가

시사점
블랙프라이데이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쇼핑기간 동안 소매업체
간 세일 전략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블랙프라이데이 날 이른 아침부터 쇼핑을 위해 긴 줄을 늘어서는 광경은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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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으나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특가를 기대하고 있음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쇼핑 시즌에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주고 지갑을 열수 있게 하는 미끼상품이나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배송정책 및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픽업 등 소비자의 편리한 쇼핑
경험을 고려
이틀 배송정책을 처음 시작한 아마존이 올해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배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마트 역시 2019년 연말까지 미국 소비자 75%에게 하루
배송을 가능토록 할 전망
이에 따라 소매업계의 빠른 배송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크리스마스를 5일 정도 앞두고 소비자의 아마존 트래픽과 주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노린 효과적 판매 전략이 요구됨

미국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은 최대 소매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크
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전략 마련 필수
B2C 기업의 경우 타깃 소비자를 분석하고 연말 쇼핑 시즌에 높은 소비자 기대감
에 호응할 수 있는 세일정책,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적절한 매체를 선정해 프로모션
홍보
올 연말 쇼핑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존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아마존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
소비재 업체인 A사 바이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신 벤
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재고가 미국에 있는
지, 가격 조건이 맞는지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설명

※ 자료원 : KOTRA LA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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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 속 한류를 심다
‣ 한국 상품과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로 참관객 매료
‣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속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효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 속 한국 문화 축제의 장
2019년 8월 23일(금)~25일(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년도에 이
어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 2019)’가 성황리에 개최됨.
- 해당 축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예술·문화축제 중 하나이며 주최 측에 따
르면 올해에도 금요일 약 20만 명, 토요일 약 80~90만 명, 일요일 약
100만~120만 명, 총 200만~230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
로 추산함.
- 2019년 축제에는 전년보다 3개 많은 총 26개의 박물관이 참가했고
마련된 17개의 무대를 중심으로 550여 개의 다채로운 공연 및 문화 행
사가 개최됨. 해당 행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통적인 드래곤 보트
(Dragon boat) 경주와 더불어 총 17개의 무대에서는 록에서 블루스,
펑크, 재즈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공연이 이어짐.
- 또한 총 40여개 국가의 1000여 개의 음식 판매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국가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명실상부 문화축제의 장의 역할을
톡톡히 함.
- 특히 이 축제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7유로의 가격으로 축제기간에 늦은
시간까지 참가 박물관 관람이 가능해 프랑크푸르트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방문객의 높은 호응을 얻음.
- 또한 이 축제는 해마다 별도로 귀빈국을 선정해 유명 예술가를 초청
하거나 전통춤이나 음악 등을 비롯한 해당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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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의 여행정보 자료나 전통상품 등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함.
- 2019년의 경우 별도 귀빈 초청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음악 및 고유의 전통 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축제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불꽃놀이에 인도네시아 음악이 함께 연주됨.
‘M u s e u m s u f e r f e s t ’ 개 요
◉ 행 사 명 : Museumsuferfest 2019(박물관 강변축제)
◉ 개최기간 : 2019년 8월 23일 15시~25일 22시
◉ 주

최 : Tourismus + Congress GmbH

◉ 장

소 :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 연혁 및 개최시기 : 1988년 이래 매년 8월 마지막 주 개최
◉ 개최규모 : 박물관 26개, 무대 장치 17개, 개인 부스 운영자 500여 개
◉ 방문객 수 : 약 200만 명
◉ 홈페이지 : www.museumsuferfest.de/2019/dear-friends

한국관, 다양한 한류 체험의 장 마련
- 독일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2011년 이래 매년 한국관을 구성해
한식과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응용예술박물관(Museum Angewandte Kunst Frankfurt)과 협력해 다양한
한류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있음.
- 이는 한식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먹거리와 볼거리가 결합된 한국 문화의
단면을 접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잡고 있음.
- 이번 해에는 탁본체험, 합죽선 꾸미기,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B-Boy 공연 및 워크샵, 전통북(비봉) 등 예년에 비해 한층 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주목을 끎.
- 특히 올해 행사는 크게 K-Food, K-Culture, K-Beauty, K-Music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등 예년 대비 한층 체계화됐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지원 하에 KOTRA 프랑크푸르트 주관으로 마련된 한국 상품관에서는
직접 판매를 통한 판촉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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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축제에서 ‘K’-붐을 확인하다
(K-Culture) 부채에 한글로 이름을 그려 넣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인기
- K-Culture 행사는 강변에 소재한 응용예술박물관(Museum Angewandte
Kunst) 앞 뜰에서 진행함. K-POP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독일인
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훈민정음 목판 탁본 체험과 합죽선(부
채)에 한글 이름 쓰기 및 전통 한국 문양 본뜨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
련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킴.
- 올해 따라 유난히 더운 날씨 속에 합죽선 꾸미기가 선풍적인 인기 몰이
를 함. 제각기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부채에 그려 넣으며 자신만의 부채
를 만드는 작업을 즐겼으며, 어린아이부터 노년층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몰려 다음 프로그램과 겹쳐 진행
되기도 함.
- ‘니클라스’라는 한 어린 방문객은 호기심에 어린 눈빛으로 자신의 이름
을 그려 넣으며, 이런 체험을 처음 해보는데 직접 그려 만든 ‘자기만의’
부채가 생겨 좋다는 반응이었음.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의 ‘페트라’는 한글
을 처음 접해본다고 전하며 소개된 한글 쓰기 정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데 매우 열중하며 즐거워 함. 대다수는 모두 한국을 잘 모르는 경우
였으나 몇몇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고 답해 방
문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매우 성공적으로 드러남.
(K-Food) 직접 체험 속 한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이번에 한국관 부스에서 진행되는 K-Food는 두 개의 부스로 나눠 운영.
한식 판매 부스에서는 불고기, 잡채, 제육볶음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식뿐만 아니라 닭 강정, 만두, 떡볶이, 김밥 등 길거리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국의 맛도 소개됨. 이는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현지 한국 요식업체 S가 협업해 마련했으며, 매년 한식을 보다 많은
방문객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많은 방문객이 줄 지어
한식을 찾는 모습 속에서 해가 다르게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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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년도에 이어 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도 열려 한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음. 이미 체험 행사 전
줄을 서는 모습 속에서 김밥 만드는 데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꼭 참석하고 싶은 한국관 행사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임.
- 심지어는 행사 전 미리 줄을 서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문의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한국과 친숙하고 한국을 좋아한다는
‘니나’라는 여학생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일부러 한국관을 찾아
모처럼 ‘한국’을 접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즐겁다며 높은 만족감
을 표함.
- 김밥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여러 방문객들은 김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
보면서 다 맛있다는 반응이었고 몇몇은 익숙하지 않는 재료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설명을 듣고 직접 만들어 보니 재미도 있고 또 다시 만들고
싶다는 반응을 보임.
- 또한 일부 참관객은 쌀의 종류나 속 재료 등에 대한 세세한 질문을 던
지기도 했고 한 방문객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워크샵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냐는 요청도 함. 이러한 행사가 단순히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
속적으로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
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장에서 한식을 맛본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매년 한국관에서 제공하
는 한식을 사먹었다는 사람도 꽤 있었으며, 예년과 달리 단순히 맛을 보
는 것 외에도 제품 구매처나 또 구체적인 레시피를 궁금해하며 연이어
질문을 하기도 함.
- 특히 행사 한 켠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인근 한국 레스트랑과 한국 관광
가이드, 불고기 및 잡채 조리법 등을 소개하는 팜플렛 및 플라이어
(flyer)가 마련돼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 음식에 궁금증을 갖고 있
는 참관객의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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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설된 다른 부스에서는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주축으로
처음으로 신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의 제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모음.
-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장류, 각종
막걸리, 과자, 음료수(유자에이드, 한국식 아이스커피 및 아이스티, 식혜,
알로에주스 등), 한류 상품(스티커, 파우치 등) 등) 위주로 전시 및 시식·
시음 기회와 함께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으로 부스를 방문한
고객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 샘플로 나눠준 간장 외에도
각종 음료수나 과자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장 판매는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현장에서 시음행사
를 통해 본 한국 음료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향후 이는
해당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함.
(K-Beauty) 유럽 속 한류 붐의 선봉장
- 올해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문화 축제 차원에서 유럽 내 한류
붐을 타고 인기 몰이 중인 한국 화장품을 주축으로 한 K-Beauty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한국 음식을 맛보는 데서 출발해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좋
아하게 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이 화장품을 위시한 여러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입견을 뛰어 넘어 구매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임.
- K-Beauty는 에서는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과 함께 현재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며, 마스크팩과 천연 (클렌징) 비누 등 한국 상품을 직접 체
험하고 설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 등 직접적으로 소비
자에 접근하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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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10~20대 여성들을 외 중년 여성들도
다수 관심을 보였고 참가자는 전반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호감을 갖고
있고, 제품 향이나 품질에는 높은 만족도를 표함.
- 체험 행사 후 참가자 일부는 구매처를 묻기도 했는데 이미 현재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명과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알고 있
는 참가자도 더러 있어 독일 내에서도 K-Beauty의 인지도가 예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K-Music) 현재의 ‘젊은’ 한국을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참관객
매료
- 행사기간 중 저녁 무렵 개최된 K-Music 행사에서는 키즈 K-Pop 댄스
를 위시해 세계랭킹 1위의 한국 대표 비보이(B-Boy) 팀인 퓨전MC가
비트박스와 함께 화려한 무대로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음.
- 한 참관객은 B-Boy 댄스의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고 함께 선보인 비트박스 공연 역시 매우 멋지고 인상적이었으며, 한
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다고 밝힘.
- 8월 24일(토)에는 박물관 강변축제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B-Boy 워크샵도 진행돼 한국 B-Boying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이외에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봉의 전통 북 공연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주목을 모음.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해마다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는 프랑크푸르트의 지역
적인 특성을 살린 다문화(multicultural)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아 나가
고 있음.
- 해마다 독일을 위시한 다양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살려 축제를 구성
하고 있음. 년 운영되는 한국관은 문화와 상품 홍보관으로서 기능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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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히 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한국 제품이나 문화를 맛보기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 마케팅 효용도도 높은 편임. 해마다 특색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지역문화 축제 속에 한류를 심고 있음.
더 나아가 이는 유럽 속에 큰 반향을 보이고 있는 한류의 붐을 독일에서도
이어나가는 한편, 이를 문화 마케팅과 연계한 국내 신규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한류가 일부 국가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에서도 이러한 축제를 통한 한류 전파의 노력이 문화콘텐츠 외
다른 상품과 연계한 '신한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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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무역관)
 고령화로 인한 기저귀 시장의 수요 증가
일본 고령화 사회 현황
고령화율 28.1%
- 일본의 총인구는 2018년 10월 1일 기준 1억2,644만 명이며,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3,558만 명임
- 고령자를 연령대별로 ‘만 65세부터 만 74세까지’, ‘만 75세 이상’으로 나눠
보면,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9%(1,760만 명), 14.2%(1,798만 명)임
- 2065년에는 약 2.6명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 약 3.9명에 한 명이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됨

일본 성인용 기저귀 시장 현황
성인용 기저귀 계속적인 증가세
-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기저귀를 제외한 성인용
기저귀 시장 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2018년에 777억 엔을 기록
- 판매경로별로 보면 약국・드럭 스토어가 63%, GMS 등 양판점이 20%, 홈 센터
8%, 개호용품 전문점 등이 7%, 통신판매가 2%로 나타남

핵심 키워드 ‘액티브 시니어’
- 최근 들어 성장세가 뚜렷하고 업계 주목을 받는 것은 개호용이 아닌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1)’를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요실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특히 외출이
잦을 때는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한 제품이 다수 등
장하고 있는 것
- 개호용 제품은 교환에 따른 수고를 덜기 위해 흡수성에 주목하지만
1) 기존 고령층처럼 돌봄이나 부양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몸을 움직여 체험하기를 즐기고 소비를
주도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고령자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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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대응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출 시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성과 디자인임

일본 업체들의 대응
일본 성인용 기저귀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니참은 엑티브 시니어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
- TV 광고에 30~40대 여성 모델을 기용해 활기찬 여성 시니어 수요를 노리는
동시에 주력 고객과 함께 젊은 세대 수요도 창출하겠다는 전략
- 매년 도쿄 시내에서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워킹 체험행사도 개최하면서
참가 고객에게 성인용 기저귀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

시사점
일본 실버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기업이 실제로
일본 진출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의 실버

시장이 개호보험에 의존하는 구조로 아직까지 보험(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만이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라 사료됨
다만 성인용 기저귀 같이 개호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 경우에는 노인간병
시설 현장에서도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제품도
충분히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일본시장이 시장규모가 큰 만큼 노하우를 갖춘 경쟁사가 많아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 수출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확대되는 한국의 고령사회에 대응
하기 위해서도 일본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됨

 일본,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8월 28일부로 시행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정령을 개정해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고 보다 엄격한 수출관리를 시행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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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법적근거

담당기관

안전보장 무역관리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판정: 자가판정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지원)
허가: 경제산업국 또는 본성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

주요규제①

리스트규제(화물, 기술)
- 대상품목: (화물) 수출령 별표1의 1~15항
- 성격: 수출 시 반드시 허가 필요
- 종류: 개별허가, 포괄허가

주요규제②

캐치올규제(화물, 기술)
- 리스트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나 통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수
출 허가 필요

※ 모든 규제가 화물, 기술을 대상으로 하나 화물 중심으로 서술, 상기 외에도
환적규제, 중개무역거래규제 등이 존재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는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
- 리스트규제는 수출 시 반드시 허가를 요하며 대상 품목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15항으로 해당 품목의 세부 스펙에 대해서는 화물령에 명기하고
있음. 허가의 종류는 개별허가 및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허가는
통상 6개월간 유효하고 포괄허가는 3년간 유효함. 품목과 지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허가의 종류가 다름.
※ 지난 대한국수출관리 강화 조치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불화폴리이미도,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만 가능하게 한 바 있음

- 캐치올규제(포괄규제라 해석 가능, 이하 캐치올규제)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자의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 23 -

화이트국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캐치올규제 적용
-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캐치올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화이트국가로 향하는 수출품은 캐치올규제가 면제됐으나 한국은 8월
28일부터 화이트국에서 제외됐으므로 새롭게 해당 규제의 대상국이 됨
- 캐치올규제의 대상품목은 매우 광범위하며 HS코드 2자리로 그 대상이
지정돼 있음. 식량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기술 중 일본 관세
정률법 별표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에 해당함
-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대신 모든 품목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수출품이 대량파괴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객관 요건2)”에
해당하거나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는 “인폼
요건”에 한해 허가가 필요함.

일반포괄허가 불가
- 리스트규제품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 시 이전에는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8월 28일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일반포괄허가만 보유하던 기업은 개별허가를 받거나 특별일반
포괄허가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 품목에 따라서는 개별
허가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포괄허가 제도는 크게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과 품목에 따라 적용 가능여부가 다름
① 일반포괄허가(화이트포괄): 화이트국가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능
하며 비교적 간편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도 부여
② 특별일반포괄허가(특일포괄): 국제수출관리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며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 부여

2) 수출자가 ① 수출품의 용도 확인, ② 수요자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출자가 수출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일반 통상무기는 비해당)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 당국에 허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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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포괄허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수요자에 수출하는 수출자
에게 부여
· 그 외 자회사 대상, 방위장비 관계 포괄허가 제도가 있음.
- 일반포괄허가는 CP기업(수출 내부 통제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CP기업으로 등록하고
매년 자가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출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음

리스트규제는 개별허가가 기본이며 수속 간소화를 위해 포괄허가제도를 운영
-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경제산업성이 품목별로 지정한
서류를 준비해 품목별로 지정된 접수처(본성 혹은 지방경제산업국)에 제출
- 보통 본성에서 심사하는 품목은 안전보장 위협이 높다고 판단하는 품목
으로 서류 등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시사점
한국 기업이 일본 수출자와 거래 시 품목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관련 자료나
서약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특히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환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수입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요청에 협조가 필요하지만 한국 기업의 내부
정보 제공에는 신중할 필요도 있음. 무엇보다 수출자(일본 기업)의 책임 하
허가를 득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 수출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출처 : KOTRA무역관 종합자료함, 한국무역신문, 일본경제신문, 닛케이, 일본경제산업성, 전략물자
관리원 등

※ 자료원 : KOTRA 도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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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무역관)
 중국 자동차 산업, 신에너지와 스마트카가 이끈다
중국 자동차산업 성장 둔화 속 상용차와 트럭 수출은 크게 늘어
2018년 중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성장 둔화세 예상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808만
1000대, 생산량은 2780만 9000대로 각각 전년대비 2.8%와 4.2%
감소
- 2019년 1~6월 중국 자동차 누적 판매량은 1232만 3000대, 생산량은
1213만 2000대로 각각 전년대비 12.4%와 13.7% 감소

2013~2019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및 생산량
(단위: 만 대)

[자료: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2019년 상반기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1012만 7000대, 생산량은
997만 8000대로 각각 전년대비 14%와 15.8% 감소
- 이 중 세단 판매량은 496만 4000대, 생산량은 490만 4000대로 각각
전년대비 12.9%, 1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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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 판매량은 430만 1000대, 생산량은 421만 6000대로 각각 전년대
비 13.4%와 17.6% 감소
- MPV 판매량은 67만 대, 생산량은 65만 4000대로 각각 전년대비
24%, 23.8% 감소
- 상용차(Commercial Vehicle) 판매량은 219만 6000대, 생산량은 215
만 4000대로 각각 전년대비 4.1%와 2.3% 감소
2013~2019년 상반기 중국 승용차 판매량

중국승용차 판매량

중국상용차 판매량

(단위: 만 대)

(단위: 만 대)

[자료: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2019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48만
7000대를 기록
- 이 중 승용차 수출량은 32만 8000대로 전년대비 12.2% 감소했으나 상
용차 수출량은 16만 대로 전년대비 15.5% 성장했으며, 트럭 수출량
은 10만 5780대로 14.5% 성장함

중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2019년 상반기 동향
2019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자체브랜드 판매량에서 최상위를 차
지하고 있는 3개 브랜드는 지리(吉利), 하푸(哈弗), 우링(五菱)이
며, TOP 10 브랜드들의 시장점유율은 68.7%임. 이 추세가 지속
돼 하반기 자체브랜드의 판매량 역시 상위 브랜드들에 집중될 것
으로 보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마태 효과로 인해 일부 자체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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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이 점차 도태될 것임 TOP 10 브랜드 중하위에 머물러 있는
브랜드들도 상위 브랜드들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잠식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임
2019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자체브랜드 TOP 10 시장점유율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카 분야에서의 정부 지원정책과
기업 연구개발 활동
신에너지 자동차
- 2012년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발전계획
(节能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 2012~2020)>에서 2020년까지 순
수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이 200만 대, 누적 판매량
이 500만 대를 초과한다는 산업목표를 제시함. 지원 대상은 시기에
맞춰 변경되나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속적으
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음.
보조금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자동
차에 대한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기술 혁신에 관한 연구를 '에너지기술혁명혁신행동계획'(2016~2030
년)에 포함하고 있음
- 2019년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는 수소가스 충전소 보조설비의 건
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로써 연료전지의 대규모 상용화가 힘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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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됐고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보조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 대형 자동차 기업들은 앞다퉈 연
료전지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힘을 쏟게 될 것임 전국정협상임위
원(全国政协常委)이자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院士)인 어우양밍가
오(欧阳明高)는 양회에서 연료전지 자동차 수가 2030년에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함

스마트 카
-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적지 않은 자동차 기업들이 5G 기술과 자동
차산업의 융합을 중점적으로 선보였음
-

둥펑(东风)은

5G

원격운전기술을

최초로

융합한

콘셉트카인

Sharing-VAN을 선보였음. 이 차에는 자동운전 및 5G 원격운전 기
술, 감시제어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도 활용됐음
- 베이치(北汽)의 신에너지 하이엔드 서브브랜드인 ARCFOX는 5G 기술
을 탑재한 IMC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이는 L3, L4급 이상의 자동운
전기술을 실현한 것임
- 룽웨이(荣威)는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 운전석인 룽웨이 Vision-I가
탑재된 콘셉트카를 발표했음. 룽웨이는 이 차를 통해 새로운 '이동 공
간'의 개념을 선보이고 스크린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했음

섬서성 주요 자동차 기업 동향
중국 기계공업연합회(中国机械工业联合会)와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中国汽车工业协会)는 2018년 자동차산업 30대기업 명단을 공동
발표함. 이 중 산시자동차홀딩스 유한회사(陕西汽车控股集团有限
公司)와 산시파스트자동차 전동그룹 유한책임회사(陕西法士特汽
车传动集团有限责任公司)가 각각 14위와 26위를 차지함. 이들 기
업의 2018년 영업이익은 각각 647억61만 위안과 186억49만 위
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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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자동차그룹(陕西汽车控股有限公司)은 종합 역량 방면에서 전
국 3위의 기업으로서 중국 중장비 트럭 업계의 선두주자임. 주요
제품으로는 중장비 트럭, 중소형 트럭, 초소형 자동차, 대형 버스,
다양한 특수목적 자동차,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비롯해 차축, 엔진,
자동차 와이어 하니스, 자동차 전자기기, 자동차 냉각장치 등 완
성차 및 중장비 트럭의 중요 부품들이 있음
시안 BYD(西安比亚迪汽车有限公司)의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25만 100대, 판매량은 24만 7300대에 달함 이 중 신에너지 자동
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12만 9200대와 12만 6600대로 전
년대비 88.9%와 79.75% 증가함
바오지지리(宝鸡吉利汽车有限公司)의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18
만 7600대로 전년대비 10.6% 성장함 현재 바오지지리(宝鸡吉利)
는 32곳의 원부품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18개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산시자동차그룹(陕西汽车控股有限公司)의 2018년
자동차 판매량은 18만 5000대임. 공업 총생산액이 756억 위안으
로 전년대비 8% 성장함
산시퉁쟈(陕西通家)는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 산시퉁쟈가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신에너지
초소형 자동차인 '뎬뉴(电牛) 2호'가 중국 순수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음. 또한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 체계가 완비돼
있고 전국에 걸쳐 111곳에 설립돼 있는 신에너지 서비스 센터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음

현지 전문가 의견
중국기차망 인터뷰에서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스젠화 부비서장은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으로 국내투자 감소,
소비심리 하락, 자동차 배출 기준 전환(G5→G6) 조기 실시, 미중 무역
마찰 심화 등을 제시함

중국 대표 완성차 메이커 BYD의 시안 공장 고위 관계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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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시안 무역관과 통화에서 "한국의 전기배터리 기술은 뛰
어나지만 여러 정책상의 이유로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며, 전기모터나 전기차시스템 분야에서 중국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며,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을 계
속 육성하고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하이테크 기술 협력이 필요하
다"고 덧붙임

시사점
2018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중국 정부
는 환경보호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2019년 3월 19일 공업정보부는 ‘일부 지역에서의 메탄올 자동차
응용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메탄올 자동차산업 정책, 기술
표준의 보완, 산업합리적 배치의 가속화를 제시함. 청결에너지 자
동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메탄올, 수소연료 등의 자동차 도입을
확대하기로 함
한국 업체의 경우, 동력 배터리산업 및 자동차 제조기술이 좋아
전자제어와 신에너지 동력, 전장 등 방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지니
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종료 시점인
2020년을 앞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공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산업발전연구망, 중국 신에너지망,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 자료원 : 중국상하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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