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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올해도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

질,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정상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고용시

장 개선, 건전한 가계 재무상황, 여행 등 서비스부문 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증

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재고 확충과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출은 팬데믹 대

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이 시행되는 등 경기부양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미국은 경기 회복과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정

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가 상시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



망이다. 최근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일 확

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델타 변이 때와는 달리 봉쇄 대신 부스터샷 등 백

신 접종 확대를 통한 방역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부스터샷 접종률도 38%에 이

르고 있다. 향후 백신 접종 인구가 더욱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리오프닝(Reopening)에 대비하여, 미국 소

재 7개 무역관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30대 유망품목 및 서비스를 발굴하였

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 01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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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1 비타민·건강보조제

HS코드 293629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선정 이유 •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인의 건강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면역력 

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제와 비타민 소비가 확대됨

•  미국 기능성식품 기업연합 CRN(The 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20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는 미국인 비율은 73%에 달했으며, 이들 중 43%가 코로나19로 

보조제 섭취습관을 바꿨고, 91%가 비타민과 건강보조제 섭취를 더 

늘렸다고 응답

•  미국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과 Z세대는 개인의 건강을 챙기고, 셀프

케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향후 비타민과 건강보조제 

시장 성장 가능성 확대 전망

•  미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건강 관리에 지출을 늘리는 고령 인구 비율 

증가도 시장 수요 확대 요소로 꼽힘

  *   ’25년까지 65세 인구는 연평균 3.1% 증가해 6,520만 명까지 그 수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MZ세대는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를 단순히 인체에 부족한 영양보충이 

아니라 뷰티·다이어트·면역력 강화·숙면·스트레스 완화 등 일상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건강

보조제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됨

•  최근 개인 맞춤형 제품 큐레이션을 해주는 소비자 직접 판매(D2C) 브랜

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제조 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료와 원산

지 등도 함께 표기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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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 실내용 운동기기

HS코드 950691

선정 이유 •  체력 및 체중 관리를 위한 홈 피트니스와 온라인 스트리밍 운동수업의 

인기가 상승함

•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 셀프케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전망.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홈 피트니스와 가정용 운동기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임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코로나19 동안 ‘홈 트레이닝 계의 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엄청난 성장과 

인기를 보여준 ‘펠로톤(Peloton)’의 리콜사태에서 볼 수 있듯 실내용 

운동기기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실내운동 수요가 높은 여성들과 노인층을 타깃으로한 실내 운동

기기 개발이 필요함

•  홈 피트니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운동 시장의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는 적절한 가격 설정과 함께 소비자의 꾸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

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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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3 901849
치과 기자재

선정 이유 •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치과 진료를  

미룬 경향이 있음. 팬데믹 종료 이후 치아 교정, 미백 등의 선택적 

치과 진료 수요 증가 예상. 또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 증가로 치과 진료 

수요가 증가 추세임.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시술자에 의한 시술 결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치과용 기기 

시장에서 디지털화된 솔루션 혹은 장비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 현재 

우리 치과 기자재 산업은 장비, 기기 등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디지털 의료기기 보급에 따른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수적임. 

•  미국 시장 내 인지도가 낮은 우리기업들은 GPO(공동 구매 그룹)와 

같은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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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HS코드 901910
저주파 
마사지기·치료기

4

선정 이유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어깨, 허리, 

골반 및 관절 통증에 간편하게 물리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 저주파 

마사지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임 

•  미 질병통제예방본부(CDC)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약 5,440만명이 관절염 진단을 받았으며, 이 수치는 2040년 

까지 7,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고, 관절염의 증가에 따라 

통증을 완화해주는 기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미 FDA 기준에 맞춰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절차 반드시 필요

•  코로나19로 유통 채널의 급격한 온라인화가 진행 중이므로,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 등 새로운 채널 구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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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5 자전거

8712

선정 이유 •  자전거는 대표적인 야외 운동 수단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인 

수요 예상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가 ‘21년 4월에 출간한 자전거 생산 

관련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자전거 제조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이미 오래전부터 인기 스포츠인 MTB를 즐기는 이들을 위해 미국의 

스키장들은 봄, 여름 기간 슬로프를 MTB 코스로 활용하기도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편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자전거 붐과 함께 각종 자전거 용품과 헬멧, 기능성 전문 의류 등이 

성장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소비재 수출 역시 유망

•  미국인들은 로드바이크보다는 산에서도 탈 수 있는 산악자전거, 

마운틴바이크(MTB)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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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HS코드

6 가정용 
만성질환 자가진단 
키트 및 서비스

382200(체외진단기기)

선정 이유 •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급증, 각종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이 의료분야에 접목되어 맞춤형 의약품, 

원격의료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고,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 

제고

•  의료기업들은 물론 이종산업 간 M&A 등 협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가능성 함께 고려

•  시험/임상데이터 등을 확보해 track-record를 축적하고, 인증/규제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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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생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
7 건강·정신건강 관리 앱

선정 이유 •  코로나19 확산과 죽음의 공포, 장기간 이어진 락다운과 갑작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미국인 정신건강에 적신호

 *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조사 결과, 45%가 코로나19가 자신의 정신건

강에 해를 끼쳤다고 응답했으며, 19%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힘.

•  코로나19로 촉발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관리 혹

은 도움을 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존재 

•  미 식품의약국(FDA)의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 헬스 규제 일시적 완화

로 의료진과 환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정신건강 

치료 및 관리의 폭이 확대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변화된 일상으로 가중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이나 챗봇, 문자 테라피스트 플랫폼 수요 

확대가 전망되며, 이와 같은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개발 필요



위생

위생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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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340220
세탁세제

위생8

선정 이유 •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확산 공포와 위생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평소보다 의류를 포함한 섬유류 세척빈도 증가 

•  백신접종으로 팬데믹 초기보다 코로나19 공포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제재개로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세탁세제 수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소비자 직접판매(D2C) 방식의 브랜드가 증가

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보다 브랜드 스토리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Z세대를 중심으로 신생브랜드의 판매가 늘고 있는 현상은 한국 진출 

기업에게 기회요소가 될 수 있음

•  미국 내 소비재 시장에 친환경 트렌드를 고려해 제품의 성분 배합과 

포장재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

  *  제품 구매결정시 인체 유해성분 포함 여부와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 증가 추세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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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TRA

2
HS코드 330510
샴푸 및 컨디셔너

위생

선정 이유 •  팬데믹 기간 중 ‘청결’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되었고, 

백신접종 확대와 경기회복으로 경제 재개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샴푸와 컨디셔너 제품의 소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뷰티 및 퍼스널케어 분야에 ‘클린’과 ‘그린’ 트렌드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 용기에까지 ‘클린’, 

‘그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배제한 ‘cruelty 

free’, 유기농(organic) 인증 등을 획득하는 것이 유용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직모나 반곱슬 모발이 대부분인 한국과는 달리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미국에는 웨이브·곱슬(Curly)·코일(Coiled) 등 매우 다양한 

모발 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샴푸 및 컨디셔너 

제품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스트레스성 탈모, 새치, 기타 두피 질환 관련 전문 관리용 제품도 

지속적인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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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340111
비누

위생10

선정 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척과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위생관련 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 증가

•  2021년 상반기 대한 비누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970% 증가한 

1천 8백만 달러, 수입액 2위를 기록함

•  신생 D2C 브랜드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점도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한국 기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시장 기회 많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일반 비누보다 위생을 강조한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한다면 좋은 

결과 예상

위생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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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TRA

2
HS코드 850811
진공청소기

위생

선정 이유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청결’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상승. 

미 소비자들은 직접 집안 곳곳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동시에 짧은 시간 내에 청소를 마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청소기 제품을 

선호함

•  미국은 실내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뻣뻣

해서 잘 제거되지 않는 동물 털을 카펫과 쇼파 등 가구에서 수월히 

제거할 수 있는 흡입력 높은 제품이 인기임. 또한 분리가 가능해서 

차량이나 틈새 청소에 활용 가능한 제품, 초경량으로 사용자의 손목에 

무리가 없는 기능성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 중임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저가의 무선 제품, 배터리 교환이 가능한 제품들에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교체형 필터보다는 세척형 필터 등 오랜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11(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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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842139
공기청정기

위생12

선정 이유 •  미 서부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한 바 있음.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대기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경각심

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  코로나19로 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미 소비자 관심이 

급증함. 기존 공기청정 기능에서 가습, 살균 기능까지 추가된 고급형 

다기능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한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렌탈 및 전문가 방문관리 방식 보다는 

미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자가관리·직접관리 방식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손쉬운 필터교체 방식 사용,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상세한 사용매뉴얼 제공 등이 있음

•  또한 가정용 홈 프래그런스(home fragrance)를 좋아하는 미 소비자

들을 위해 아로마 오일(aroma oil)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한 제품이나 

홈 인테리어에 맞추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면 

까다로운 미 소비자에 더욱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생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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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TRA

2
HS코드 850811
로봇청소기

위생

선정 이유 •  미국인들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청소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청소 로봇은 건물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향후 사무실 출근 재개 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청소로

봇 자동화와 사물인터넷 기술 연계가 강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청소 

대행 서비스도 유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청소 로봇 분야의 시장 성장에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를 경쟁력 제고에 활용

13(전자기기)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식품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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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210420
이유식

식품

선정 이유 •  백신접종과 경제재개로 재택근무를 하던 부모들이 일터로 돌아가면서 

자녀에게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이유식 제품 수요 증가 

•  부모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소비자 직접판매(D2C) 이유식 

브랜드를 접했으며, 합리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특성상 

경제재개 이후에도 온라인 이유식 주문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짜서 먹는 파우치 형태의 이유식 제품은 코로나19로 외출 빈도가 

줄면서 매출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락다운 완화 조치 이후 

다시 외출에 나선 부모들이 휴대가 편리한 파우치 형태 제품을 찾고 

있음

•  유기농·슈퍼푸드 등을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최근 미국 주요 대기업의 브랜드 이유식 제품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짐. 이로 인해 부모들이 제품의 

함유성분이나 조리과정 등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함에 따라 제품 

안전성 향상과 적절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식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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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TRA

2
HS코드 -

식료품 온라인 
판매 서비스

식품

선정 이유 •  팬데믹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시작.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식료품 구매를 지속할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소비자들이 식품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제품의 가격, 안전

성, 편의성, 할인쿠폰/적립 혜택, 빠른 결제, 고객 서비스, 배송 옵션 

등임.

•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리뷰와 평점에 

따라 구매에 영향을 받으므로, 특히 신제품의 경우 제품 리뷰를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함

•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유사제품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 필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국제품 중 한국어로만 된 제품 라벨로 낮은 

평점을 기록하는 제품들이 종종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현지화된 제품 포장 및 라벨링 된 

제품으로 진출 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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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200899, 201610, 210690
식사 대용 식품

식품

선정 이유 •  다시 바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운전 

중이나 이동 중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고, 휴대하기도 쉬운 식사 

대용 식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이 간단히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소포장된 크래커, 에너지 바 등이 인기임

• non-GMO, 유기농, 글루텐 프리 등의 인증 획득 제품, 첨가물 없는

(적은) 제품 등 건강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대부분의 학교가 땅콩,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간식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낵 제품 

판매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소비자들은 윤리적인 소비에도 관심을 가져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는 경향을 보임

식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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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코드 190230
라면
(인스턴트 간편식)

식품

선정 이유 •  간단하게 한 끼 식사가 가능하며 풍부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부담이 적은 인스턴트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간단한 가공식품을 이용해  

다른 문화권의 새로운 맛과 향을 즐기고자 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함. 이러한 니즈를 채워준 대표적인 제품이 한국 라면임

•  한국 라면은 미국 내 다인종 소비자와 한류 팬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드라마, K-Pop 등 한류 확산

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나 특정 미디어 노출로 인한 일시적인 특수로 

지나치지 않고, 신제품 출시 및 기존 상품 판매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  생소한 한국식 조리법을 SNS 영상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하여 

미 소비자들이 제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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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851671
커피머신

선정 이유 •  위드 코로나로 사무실 출근을 권장하는 회사가 증가한다면 향후 직장 

내 커피 수요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중국산 커피머신이 2021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44%를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 반면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아가 신흥 커피머신 수출 강국으로 등장함. 태국은 2020년부터 

커피머신 수출을 시작한 후발주자이나 중국에 이어 수입액 2위(7천만 

달러)를 기록함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고가의 스페셜티 커피머신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진출 시 고급화 전략 추진

식품 18(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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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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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854370
뷰티 디바이스

뷰티

선정 이유 •  피부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가정에서 전문 관리숍을 

방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 

증가

•  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마스크 규제가 일부 완화됐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기조는 유지 중이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경계로 마스크 

착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위한 기능성 피부 관리 제품과 퍼스널 케어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계속될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소비자들이 뷰티 디바이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기관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 및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및 수입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함

•  코로나19 동안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자 직접판매(D2C) 유통방식 등의 효과적인 진출 전략 

방식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마케팅 방식을 고려해야 함

뷰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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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TRA

2
HS코드 330410, 330420, 330430, 330499 등

색조화장품 및
네일 제품

뷰티

선정 이유 •  장기간 지속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로 색조화장품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일상생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가 회복될 

전망

•  손톱 관리 시장 역시 확장 추세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손

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 기대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환경 보호,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비건 화장품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 화장품), 크루

얼티 프리 화장품(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

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런 소비자 경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라벨링,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  타깃 소비자에 따라 원하는 가격대, 선호 색상 및 구매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제품 개발, 

마케팅, 판매 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타깃 소비자층

을 흑인 여성으로 둔다면,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 대형 매장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주변의 소규모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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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6704
가발

선정 이유 •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 재개로 사람들의 교류가 높아지는 만큼 미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항상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 가발과 헤어피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판단됨 

•  미국사회의 고령화도 가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질병이나 

유전으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탈모를 겪는 경우, 보험으로 가발을 

구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출시되어 가발의 구매는 점차 증가할 것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인조 제품의 경우 인모 제품보다 품질이 낮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미용에 관심이 높아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 제품 생산 필요

•진출 시 개인 맞춤형 가발의 수요도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뷰티 21



패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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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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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610120, 610610, 610620, 611300 등

의류

패션

선정 이유 •  사무실 근무 및 수업 재개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구매가 적었던 

외출복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지속가능한 의류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4.7%에서 2026년 7.3%로 

증가할 전망임. MZ 세대는 리사이클 소재 사용과 같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타깃 소비자층이 젊을

수록 친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2020년 미국 온라인 의류 판매 시장은 전체 시장의 29.5%에서 

2024년에는 32.2%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온라인 판매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검색엔진 최적화, SNS 마케팅 등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 필요

패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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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TRA

2
HS코드 640419
스니커즈

패션

선정 이유 •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 활동 재개로 스니커즈 시장에서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하고 있음. 미 소비자들은 가벼운 산책·조깅, 장보기 등을 

위한 외출용으로 스니커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음. 동시에 불편한 

정장용 구두보다는 편안한 스니커즈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1년 넘게 재택근무를 이어오던 

미국인들이 서서히 일터와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지만, 패션에서는 

여전히 편안함과 활동성을 추구.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면

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워크레저(Workleisure)*룩’이 각광받고 

있음. 스니커즈도 기존의 편안함과 기능성이 강조된 디자인에서 사무실 

출근 시 신어도 손색없는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직장 출근 시 갖춰 입는 ‘워크웨어(Workwear)’와 운동복 겸 일상복을 일컫는 

‘애슬레저’가 결합된 용어

•  2021년 이후에도 패션계의 ‘지속가능성’ 열풍은 계속될 전망으로,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내세워 ‘지속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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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950632
골프공

레저

선정 이유 •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의 경우 락다운 조치 완화와 함께 가장 먼저 영

업재개가 가능했으며 개인적인 스포츠라는 특징으로 팬데믹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음

•  골프는 그동안 젊은 소비자층에게 비싸고 지루한 운동으로 외면 받

아 왔으나, 팬데믹을 계기로 장기화된 실내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일상과 잠시 동떨어진 자연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스포츠’로 

급부상함. 2020년부터 골프 라운드 규모와 골프공, 골프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골프공은 미 무역통상법 301조에 의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에는 한미 FTA에 

의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골프공의 품질, 기능성, 가격 경쟁력을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변화하는 

골프 소비자 트렌드 역시 민감하게 파악해야 함. 중심부(core)와 커버

(cover)의 두께, 표면의 무늬 구성 등 다방면에 걸쳐 기술적 요소가 고려

되며 내구성과 높은 품질이 중요시 됨. 

•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젊은 골프인들을 위해 다양한 

색상, 이름이나 문구 표기, 문양 추가 등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

레저 24



39

2022 KOTRA

2
HS코드 420219
여행용 가방

레저

선정 이유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미국의 여행산업이 최근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여행 장비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용 가방의 판매율은 2021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60% 증가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최근 USB 충전 기능, 저울 없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블루투스 

잠금장치, GPS 위치 추적 등의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 여행가방 등이 

시장에 소개되면서 관련 기술력을 갖춘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유망 

품목으로 기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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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842131, 870830, 870880, 870899 등

애프터마켓 
차량 부품

차량

선정 이유 •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전환, 대면 수업 재개, 오프라인 

쇼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차량 사용 거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여 신차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신차 및 중고 차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차량을 구입·

교체하기보다는 기존 보유 차량을 수리·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2021년 미국 보유 차량의 평균 나이는 12.1년으로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부품 교체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시장분석 기관인 KPMG는 과거 판매한 차량의 교체 부품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애프터마켓 차량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에서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가격’임. 중국산 부품과도 경쟁할 만한 가격대를 우선 확보해야 

바이어들이 기존 서플라이어 교체 또는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리드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차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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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코드 401110
자동차 타이어

차량

선정 이유 •  미국의 빠른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에 따른 신차 판매량 증가, 미국 

내 총 차량 주행거리(Vehicle Miles Traveled) 증가로 인한 타이어 교체 

수요 증가 

•  한국산 타이어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미국 타이어 시장 경쟁에는 가격, 품질,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가 중요

하게 작용

•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이어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 5년간 원자재 비용이 급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타이어 제조업체는 높은 가격을 유지

해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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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853180
보안경보 
서비스/시스템

기타

선정 이유 •  리오프닝 시 실직이나 재택으로 집에서 보내던 시간이 많던 이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용 보안경보 서비스·시스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 주택 구매자 증가 추세에 따라 주택 보안경보 시스템 시장도 

함께 확대 중. 특히 신규 주택 구매자의 다수를 차지한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홈 기술 관련 소비가 많으며, 보안경보 시스템도 이에 포함됨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온라인이나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대의 중국산 보안경보 시스템이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해킹과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들의 염려가 매우 높음. 따라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

이 있는 제품으로 진출 제안

기타 28(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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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코드 847689
키오스크

기타

선정 이유 •  경제재개가 이루어졌으나 전염병 감염 공포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키오스크를 통한 업무 처리나 주문을 더욱 안전하게 느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식당이나 소매점 내 계산원 구인난이 가중되고,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를 고려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근 수년간 미국 내 키오스크 수요는 증가 추

세였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요 확대에 가속도가 붙음

•  키오스크는 식당과 소매점 외에도 공공기관, 전시장, 병원, 호텔, 

금융기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키오스크가 수행

가능한 다양한 기능이 요구됨. 

•  키오스크 구입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시스템 관리까지 솔루션을 제공

하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치 및 관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업체와 파트너십 고려

29(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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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HS코드

 위드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481910
종이박스·골판지

선정 이유 •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함

에 따라 배송용 포장재로 사용되는 종이박스와 골판지의 수요 급증

•  경제재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의존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Statista는 ’21년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4,6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기업들이 비닐포장재를 종이 포장재로 대체

하고 있어 재활용이 용이한 골판지 포장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됨

국내업체에  

대한 조언

•  비닐포장재보다 친환경적인 종이박스 선호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기회로 한 진출전략 수립

기타 30(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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