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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화장품산업의 특징

ㅇ (높은 브랜드 충성도) 과시적 소비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제품의 품질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하고, 개인의 피부특성에 적합한 제품은 한정되어

있어 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

-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20∼40% 수준으로 국내 제조업 평균

12%에 비해 높은 편

ㅇ (다양한 품종) 헤어케어, 스킨케어, 색조, 향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며, 개인의 피부특성, 취향 등에 따라 소비자층이 다양함

ㅇ (유행에 민감) 패션산업과 같이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져 제품

교체주기가 짧음

ㅇ (소비자층 확대, 필수재化) 최근 남성 소비자층이 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생활수준 발전에 따라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자리매김

□ 화장품산업 육성 필요성

ㅇ 짧은 교체주기, 다양한 소비자층의 존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한 산업특성 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

- 대기업의 경우 원료의 특허, 핵심기술 보유의 이점을 갖고 롱런

제품에도 투자를 하지만, 다양한 소비자층을 고려한 단기상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음

- 라이프사이클이 짧은이유로, 공정자동화에적합하지않아인력투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큼

* 고용유발계수(10억원생산에필요한취업자수) : 화장품 7.01명 vs. 제조업 6.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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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에 따른 젊음과 미(美)에 대한 관심이 커져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영역의 확대가 기대

-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젊게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피부노화 방지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 타 분야 기술과 융합한 코스메슈티컬 산업, 항노화산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

ㅇ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자 수출유망산업

- 가치사슬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크고, 경기 민감도가

낮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필요

* 영업이익율 : 화장품 상장기업 13.4% vs. 전체 상장기업 5.6%(′14년 상반기)

- 세계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으로 전통 제조업들이 수출

부진을 겪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급부상

* 2016년 주요산업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무선통신기기)▵9.0 (반도체) ▵1.1 (선박) ▵14.6 (전기전자)▵3.0 (자동차부품)▵4.6

(자동차)▵11.3 (평판DP) ▵16.1 (섬유류)▵6.6 (철강)▵8.0 (화장품)43.7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2017), 관세청(2017),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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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트렌드 변화

① 사회/문화 영역

□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항노화 시장 성장

ㅇ 글로벌 항노화 시장은 2015년 1,403억 달러에서 2021년 2,165억 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증가율 7.5%)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 출처 : Zion Market Research, Anti-Aging Market, 2016

ㅇ 항노화 산업은 2011년 11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2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초고령 사회(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20%)

진입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매우 큼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 현황>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SERI),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안티에이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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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문화별 특성을 고려한 화장품의 Global 전략 대두

ㅇ 개인별 피부타입, 인종 간 유전적 차이 및 생활습관의 특이성 등을

고려한 글로벌 제품전략 마련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

ㅇ 기업 윤리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중국 63%, 인도 69%, 브라질 67%로

관심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출처: Datamonitor)

② 기술/과학 영역

□ 화장품 소재 및 원료에 대한 ‘과학기술적 증거주의’ 확산

ㅇ 화장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기대하는 과학적
증거주의 확산  

ㅇ 마이크로비움, 광선, 공해물질 등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부기초과학 연구를 응용한 화장품의 신영역 확대

□ 화장품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관심 증가

ㅇ 감성, 마이크로비움, 환경 등 새로운 기술영역을 활용한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기술 및 안전성 효능평가기술 요구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화장품 융복합 기술 발전

ㅇ 지속가능기술, 나고야의정서 발효, 4차산업혁명 등의 기술환경변화와

연계된 융복합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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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산업 영역

□ 화장품 수출기회 확대와 글로벌 경쟁 가속

ㅇ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소득 증가로 인한 새로운 수요 발생 및

다국적 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시장 경쟁 심화

□ 한류 확산 등으로 중화권시장의 수출 급성장

ㅇ 한류 등의 영향에 따라 국산화장품의 중화권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어 수출의 60%가 중국시장에 편중

- 사드 등의 정치적 요인에 따른 수출 위험요인도 커져 중동 중남미

유럽 등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④ 생태환경 영역

□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장변화

ㅇ 환경문제로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원료, 유기농 원료 등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선호도 증가

- 천연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8년 460억 달러로 예측

□ 바이오 유래 화장품 소재 시장의 높은 성장

ㅇ 바이오 유래 화장품 소재의 세계시장규모는 2013년 58억 달러에서

2017년 약 639억 달러 까지 연평균 82%의 급격한 성장세

- 국내시장은 2017년 20조 9천억 원 규모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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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소재 시장현황>

(단위: 백만 달러,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장률(%)

(2013∼2017)

세계시장 5,890 10,691 19,405 35,221 63,928 82%

국내시장 120,581 138,427 158,914 182,433 209,433 15%

* 출처 : 국내와 세계 시장 모두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지식경제부, <The next big thing! 대한민국 산업 기술 비전 2020-융합신산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화학산업현황>

⑤ 정치/법규 영역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원료시장 변화

ㅇ 국내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 기업의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제공국과의 이익 공유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안건 합 의 내 용

접근절차

* 생물 유전자원 및 관련지식 접근에 있어 자원 제공국으로부터의 사전승인 의무화

* 사전승인 관련 절차 및 내용은 각국 국내법으로 규정

* 비 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 적용

* 긴급사태(식량위기, 전염병 등) 발생 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배려

이익공유
* 자원 제공국가와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른 공평한 이익 분배 및 관련규정, 절차 등의

법적 정비 의무화

적용범위 및

적용시점

*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 또는 남극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 대상에 서 제외

*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한 명시는 없으나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ABS 관련업무

담당주요기관

지정

* 연락기관: CBD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유전자원 접근 시 절차나 국가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근자에게 제공

* 책임기관: 사전승인, 자원출처, 상호 합의조건 체결,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를 하며, 1개

이상의 기관 지정 가능

* 감시기관: ABS 의무수준 모니터링, 사전승인, 상호 합의조건, 유전자원 이 행 관련 정보

등을 ABS 정보공유 체계에 제공

ABS 정보공유

체계 설치
* 국가별 ABS 법률, 제도, 정책,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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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강화

ㅇ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 실시 제품에 대한 금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대체실험 방법의 연구 활성화 전망

⑥ 국내 화장품 산업 구조 변화

□ 소비자 요구 충족과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세분화･전문화 추세 

ㅇ 다양한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화장품 원료가 다분화하고 있으며,

용기, 포장재 액세서리 등 화장품 산업 관련 제품도 세분화 추세

ㅇ 이에 따라 완제품 브랜드 소유 기업과 원료 기업, 용기 용품 기업의

분업화를 통한 후방산업의 전문화된 동반 성장 기대

- 완제품 브랜드 소유 기업은 원료를 배합한 제형이 중심 개발 제조이며,

시장 트렌드 파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드 제품

유통 콘셉트 개발에 집중

- 그 밖의 하위 단계의 개발 제조 생산은 각 전문 기업에 의뢰하는

구조로 점차 변모

□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계약제조(OEM/ODM) 업체의 급성장

ㅇ 대표적인 계약제조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계약제조 시장의 50%이상을 점유

ㅇ 자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중견기업들도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약제조 사업에 진출하는 추세

- 8 -

III. 화장품 산업 현황

□ 세계 시장

ㅇ (시장) 2016년 세계 시장규모는 4,375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

ㅇ (지역) 지역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402억 달러로 가장 크며 서유럽, 북미 순으로 나타남

- 중동 및 아프리카는 270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6.2%)

작지만, 연평균 5.9%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큼

<지역별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동유럽 18,506 4.8 19,174 4.7 21,090 4.9 20,970 4.8

서유럽 88,579 22.8 90,014 22.1 91,368 21.4 92,190 21.1

아시아/태평양 119,536 30.7 126,955 31.2 134,337 31.5 140,167 32.0

북미 83,003 21.3 84,673 20.8 87,648 20.6 89,860 20.5

남미 51,726 13.3 56,870 14.0 60,157 14.1 61,162 14.0

아프리카/중동 21,214 5.4 23,360 5.7 25,564 6.0 27,092 6.2

계 388,376 407,002 426,251 437,535

* 출처 : Euromonitor(2017),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은 각각 소수점 첫째,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산술적 오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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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국가별 시장규모는 미국(821억 달러, 18.8%), 중국(539억 달러, 12.3%),

일본(323억 달러, 7.4%) 순

- 한국의 2016년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120억 달러로 인도에 이어

9위,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2.7%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75,661 19.5 77,219 19.0 80,041 18.8 82,153 18.8

2 중국 44,476 11.4 48,200 11.8 50,683 11.9 53,963 12.3

3 일본 31,651 8.1 31,995 7.9 32,191 7.5 32,340 7.4

4 브라질 27,514 7.1 30,480 7.5 30,248 7.1 30,312 6.9

5 영국 17,053 4.4 17,550 4.3 17,930 4.2 18,264 4.2

6 독일 15,901 4.1 16,272 4.0 16,543 3.9 16,696 3.8

7 프랑스 14,262 3.7 14,354 3.5 14,396 3.3 14,357 3.3

8 인도 8,931 2.3 10,258 2.5 11,656 2.7 12,550 2.9

9 한국 10,440 2.7 11,006 2.7 11,637 2.7 12,031 2.7

10 이탈리아 10,171 2.6 10,090 2.5 10,129 2.4 10,186 2.3

11 멕시코 8,310 2.1 8,664 2.1 9,140 2.1 9,478 2.2

12 러시아 7,427 1.9 7,694 1.9 8,926 2.1 8,726 2.0

세계시장 388,376 407,002 426,251 437,535

* 출처 : Euromonitor 2017,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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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L'OREAL의 2017년 매출액은 28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

했으며, 이어서 UNILEVER, P&G 순

-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4개(아모레퍼시픽 7위,

LG생활건강 17위, ABLE C&C 65위, HAVE&BE 92위) 포함

-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2대기업(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순위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 성장이 평균 20% 이상 기록

<세계 100대 기업 중 주요 기업 현황(2017)>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회사명 국가 매출액
전년 대비

순위변동

전년 대비

증감률

1 L’ORÉAL 프랑스 28,600 - 2.3

2 UNILEVER 영국 20,520 - 0.5

3 PROCTER & GAMBLE CO. 미국 15,400 - -12.5

4 THE ESTÉE LAUDER COS. 미국 11,400 - 2.7

5 SHISEIDO CO. 일본 7,690 - -2.3

6 BEIERSDORF 독일 5,930 - 1.1

7 AMOREPACIFIC CORP 한국 5,580 △5 18.2

8 KAO CORP. 일본 5,530 △2 -1.1

9
LVMH MOёT HENNESSY

LOUIS VUITTON
프랑스 5,480 △2 6.0

10 COTY INC. 미국 5,400 △4 26.2

⋮

17 LG HOUSEHOLD & HEALTH CARE 한국 3,010 △2 25.0

⋮

65 ABLE C&C 한국 374 △1 6.5

⋮

92 HAVE & BE 한국 206 NEW 172.0

총 합계 (100개사) 196,631 - 0.57

* 출처 : WWD Beauty Repor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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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세계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은 프랑스(129억 달러), 미국

(86억 달러), 독일(71억 달러) 순

- 한국의 2016년 수출 실적은 40억 달러로 5위, 수출 10위 권 내 국가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연평균 증가율(’12∼’16)을 기록

<세계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2016)>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 ’12∼’16)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1 프랑스 13,292 13,993 14,532 12,681 12,927 0.6

2 미국 7,514 8,011 8,350 8,510 8,606 2.8

3 독일 7,789 8,114 8,078 6,975 7,164 1.7

4 이탈리아 3,358 3,775 3,931 3,761 4,289 5.0

5 대한민국 970 1,219 1,853 2,847 4,086 33.3

6 영국 3,978 4,461 4,680 4,097 4,082 0.5

7 스페인 2,728 3,182 3,300 2,959 3,154 2.9

8 중국 2,110 2,194 2,346 2,682 2,709 5.1

9 일본 1,562 1,392 1,438 1,717 2,464 9.5

10 폴란드 2,182 2,380 2,391 2,159 2,394 1.9

11 네덜란드 1,651 1,939 1,986 1,877 2,216 6.1

12 캐나다 1,474 1,527 1,579 1,590 1,628 2.0

* 출처: UN Data(2016),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7)

* 국내 화장품 기준에 따라 분류 / 역(재)수입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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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장

ㅇ (시장) 2016년 화장품 시장규모는 120억 달러(전년대비 3.6% 증가)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YoY
CAGR
(’13∼’16)

시장규모($) 10,440 11,006 11,637 12,031 3.4 3.6

생산(￦) 7,972,072 8,970,370 10,732,853 13,514,000 25.9 14.1

수출($) 1,231 1,873 2,910 4,183 43.7 35.7

수입($) 1,275 1,386 1,397 1,433 2.6 3.0

무역수지($) △44 487 1,513 2,750 81.8 16.1

*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수출입통계(2017),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2016)

* 시장규모는 생산-수출+수입. 수출입에 대한 환율 적용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연평균 기준 환율을 사용함

ㅇ (생산) 생산액은 13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해, 국내

GDP 증가율(4.7%) 및 제조업 GDP 증가율(14.8%)보다 높은 수준

* 국내 화장품산업 총 생산은 국내 GDP 대비 0.82%, 제조업 GDP 대비 2.81%이며, 그

비중이 전년대비각각 0.13%p, 0.24%p 증가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총생산(GDP) 13,326,810 13,774,567 14,294,454 14,860,793 15,641,239 16,374,208

제조업 총생산 3,795,210 3,880,101 4,036,567 4,085,102 4,180,420 4,797,642

화장품산업 총생산 63,856 71,227 79,721 89,704 107,329 * 135,000

화장품

산업비중

국내총생산대비 0.48 0.52 0.56 0.60 0.69 0.82

제조업총생산대비 1.68 1.84 1.97 2.20 2.57 2.81

* 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는 추정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화장품

산업분석보고서)

* 주 : 국내총생산 GDP는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간 잠정치가 발표되고, 익익년 3월에 확정됨

ㅇ (기업) 2015년 국내 화장품 제조업소 수는 2,017개소, 생산실적 보고

실적이 있는 업소 수는 2,758개소

ㅇ (매출) 2015년 화장품 기업(161개) 매출은 17조 4,02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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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YoY

합계(161개) 10,109,055 11,122,147 11,963,568 14,483,405 17,402,916 20.2

산업
제조(105개) 8,393,554 9,120,982 9,572,036 11,416,164 13,537,186 18.6

도매(56개) 1,715,501 2,001,166 2,391,532 3,067,241 3,865,730 26.0

기업

규모

대기업(27개) 7,455,168 8,107,113 8,673,393 10,075,373 11,600,458 15.1

중소기업(134개) 2,653,887 3,015,034 3,290,175 4,408,032 5,802,458 31.6

시장

구분

유가증권(11개) 5,234,890 5,549,961 5,873,263 7,315,381 8,656,160 18.3

코스닥(17개) 963,764 995,790 921,882 1,031,101 1,287,766 24.9

외감(133개) 3,910,401 4,576,396 5,168,423 6,136,923 7,458,990 21.5

* 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ㅇ (인력) 2016년 3만 1,920명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연평균 11.8% 성장

< 연도별 화장품산업 주요 통계>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년 4분기 보건산업고용동향)

* 주 1) ‘17.3분기 매출은 ’17년 상반기 데이터임. 일부 외감기업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증가율 수치만 참고

2) ‘17.3분기 일자리는 ’17년 상반기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증가율 수치만 참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Q

(누적)

연평균
성장률
(’12-’16)

생산액

(십억원, %)

7,123 7,972 8,970 10,733 13,051 -

(11.5%) (11.9%) (12.5%) (19.6%) (21.6%) -

매출액

(십억원, %)

10,559 11,847 14,557 18,465 21,976 5,7541)

20.1%
(14.2%) (12.2%) (22.9%) (26.8%) (19.0%) (0.2%)

수출액

(백만달러,%)

991 1,243 1,895 2,931 4,194 3,615
43.4%

(-) (25.5%) (52.5%) (54.7%) (43.1%) (19.1%)

수입액

(백만달러,%)

1,261 1,296 1,411 1,421 1,459 1,180
3.7%

(-) (2.7%) (8.9%) (0.7%) (2.7%) (8.6%)

일자리

(명, %)

20,420 22,229 24,165 27,678 31,920 32,7032)

11.8%
(7.1) (8.9) (8.7) (14.5) (15.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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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 2016년 화장품 수출 42억 달러, 수입 14억 달러

- 화장품 수출은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연평균 33.7% 증가, 수입은

같은 기간 2.9% 증가

- 2016년 무역수지 흑자는 27억 50만 달러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폭

사상 최대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2년 977,866 20.1 1,239,181 3.0 △261,315

2013년 1,231,289 25.9 1,275,188 2.9 △43,899

2014년 1,873,534 52.2 1,386,340 8.7 487,194

2015년 2,910,100 55.3 1,397,155 0.8 1,512,945

2016년 4,183,303 43.7 1,433,152 2.58 2,750,151

* 출처 : 관세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6,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 국가별 수출에 있어 중국 및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는 중

- 특히, 중화권(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14년 53% → ’15년 64% →

’16년 67%로 지속 증가

<연도별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

순

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581,708 31.0 중국 1,172,166 40.3 중국 1,570,272 37.5

2 홍콩 410,752 21.9 홍콩 687,200 23.6 홍콩 1,248,250 29.8

3 일본 154,130 8.2 미국 238,084 8.2 미국 346,963 8.3

4 미국 144,727 7.7 대만 139,419 4.8 일본 182,647 4.4

5 대만 125,201 6.7 일본 137,788 4.7 대만 135,985 3.3

6 태국 86,982 4.6 태국 93,321 3.2 태국 118,396 2.8

총(124개국) 1,873,534 100.0 총(125개국) 2,910,100 100.0 총(122개국) 4,183,303 100.0

* 출처 : 관세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6,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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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우리나라의 수입 상위 10개국에 대한 수입액은 12억 8,923만

달러로 총 수입의 90.1%

- 대미국수입액이 3억 8,537만달러로가장많고, 이어서 프랑스, 일본 순

- 화장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했으며, 아일랜드(-7.5%) 및 영국(-3.6%)에서의 수입도 감소

<화장품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449,760 32.4 미국 434,936 31.1 미국 385,374 26.9

2 프랑스 348,183 25.1 프랑스 339,048 24.3 프랑스 366,700 25.6

3 일본 162,735 11.7 일본 170,680 12.2 일본 209,606 14.6

4 이탈리아 64,926 4.7 이탈리아 62,810 4.5 이탈리아 69,532 4.9

5 영국 61,587 4.4 태국 55,443 3.9 영국 55,267 3.9

6 태국 46,849 3.4 영국 55,111 3.9 독일 53,152 3.7

7 독일 43,505 3.1 독일 47,803 3.4 태국 48,253 3.4

8 캐나다 34,938 2.5 캐나다 37,266 2.7 중국 42,428 3.0

9 중국 28,777 2.1 중국 31,599 2.3 캐나다 34,506 2.4

10 스웨덴 21,793 1.6 아일랜드 26,397 1.9 아일랜드 24,413 1.7

총합계

(71개국)
1,386,340 100.0

총합계

(71개국)
1,397,155 100.0

총합계

(80개국)
1,433,152 100.0

* 출처 : 관세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2016,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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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간의 화장품산업 지원 성과

① 추진현황

□ 법적 근거

ㅇ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화장품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신기술을 장려, 보호⋅육성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정책 명시

ㅇ (화장품법) 화장품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에 관련된 규정 명시

□ 진흥정책 관련 계획

ㅇ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국정과제 9번 ‘보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에 따라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2020년까지 ‘화장품산업 G7국가로의도약’을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4대추진전략추진(’13. 9, 복지부)

비전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G7국가로의 도약

목표 수출 60억 달러, 수출비중 40% 달성

추진
전략

1  글로벌 제품 및 창조기술 개발

§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선진국 대비 90% 기술 수준 확보
§ 세계시장 선도형 글로벌 TOP 브랜드 개발

2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 맞춤형 수출 전문인력 약성
§ GMP 시설 구축 지원
§ 원료 안정성 규제 정보 시스템 구축
§ 대외환경 변화 대응체계 구축

3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 글로벌 협력 해외 정보 수집 강화

4  규제 제도 선진화

§ 화장품 유형의 확대
§ 광고 표시제도 개선
§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조정
§ 기능성화장품 제도 개선
§ 수출 제품 예외 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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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6년 경제정책방향) 화장품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집중지원 추진(’15. 12, 범부처)

- 화장품 산업 목표 : 생산액 1,000억 이상 고기능성제품 10개(’15, 2개),

천연화장품 인증 1,000개(’15, 0개), 중국 수출순위 1위(現 2위), 중화권 外

수출액 30억 달러(現 9억 달러) 등

ㅇ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피부과학 원천기술, 감성화장품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

유망분야 R&D 투자 추진 발표(’16.9, 범부처)

- 화장품분야는 “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한 K-뷰티세계화”전략으로포함

- 화장품 분야 목표 : ‘20년 Global Top 10기업 2개 육성(Top 100기업

10개 육성), ’20년 중국시장 점유율 10%(‘15년 2%), ’20년 화장품 산업

종사자 4.2만명(‘16년 3.2만명)

<화장품산업 관련 주요 정책>

시기 정책 주요내용

2013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20년 화장품산업 G7 국가로 도약

2016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2016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화장품산업 인프라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추진성과

□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연평균 10.5% 증가

ㅇ 화장품생산액은 10조 7,3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 연평균 13.9% 증가

ㅇ 화장품 제조판매업체(4,597개社) 총 인원은 6만 1,676명으로 2012년 4만

7,585명 보다 1만 4,091명 증가

ㅇ 수출은 4,183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43.7%, 수입은 1,43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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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성과(추정치)>

□ R&D분야 추진성과

ㅇ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규모 확대와 2단계 사업전략 조기 수립으로

성과 달성 유도

- ‘16년(3분기) 상장사 22개사 조사 결과 민간의 R&D투자 비율은 생산

규모 대비 2.1% 수준으로 다소 미흡

-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완료

(‘14. 6), 사업단 2단계 사업 개시(‘14. 11)

ㅇ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지원

- 소재(원료), 용기 포장, 효능 평가, 제형기술 등 4대 분야의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0.1%(’14년 기준)

- 바이오테크놀러지 기반 발효 생물전환 소재개발과 수입대체

화장품 펌프 진공튜브 개발 지원

- 항노화(안티에이징) 화장품 개발 신규과제 3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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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육성분야 추진성과

ㅇ 화장품 마케팅 전문인력, GMP전문인력 각각 407명, 3,501명 육성

ㅇ 51개국의 원료 안전성 규제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슈

분석 성분 31종의 안전성 분석자료 공유

- 중소기업 제품의 유해성분 및 함량 시험 분석 지원(16,909항목)

ㅇ 13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국내 가이드라인 발간

<산업 인프라 지원현황>

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화장품 품질관리 지원 - 1,050항 4,308항 5,972항 5,579항 16,909항

화장품 GMP전문인력양성 3회371명 4회431명 18회878명 21회848명 19회975명 65회3,501명

화장품 마케팅교육 - 2회96명 2회103명 2회103명 2회105명 8회407명

□ 해외시장 진출분야 추진성과

ㅇ 수출 유망국가 대상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 ’16년까지 해외 9개국에서 판매지원, 유통조사, 인허가지원, 바이어

매칭 등 운영(현장판매 54.6만 달러, 바이어상담 448건 추진)

ㅇ 글로벌 협력 및 해외 정보수집 강화

- 주요 수출국 간 정례 교류협력 및 제도 기술 교류(원아시아포럼, 중국

/이란 관계자와 정례회의 추진)

- 신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해외 정보 수집 분석 제공(지금까지 41개국해외

시장/수출/트렌드 정보 제공)

- 국가별 화장품 이용행태 설문조사, 피부특성 연구를 통해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여 업계 맞춤형화장품 개발 지원(1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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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수출지원 현황>

연도

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해외소비자 심층조사 1개국 2개국 3개국 3개국 2개국 11개국

글로벌시장동향조사 1개국 5개국 15개국 15개국 5개국 41개국

글로벌코스메틱포커스 - 6개국 10개국 10개국 16개국 42개국

해외시장 예측조사 - - - - 2개국 2개국

온라인수출 가이드북 - - 10개국 15개국 16개국 41개국

특허 상표정보시스템 - - 929,592건 126,737건 240,401건 1,296,730건

중국시장개척지원 - - - - 25개사 20억계약

해외 판매장운영지원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9개국(중복)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4개국

(한국포함)

4개국

(한국포함)

4개국

(한국포함)

4개국

(한국포함)

2개국

4개지역

(한국포함)

13개국

(17개지역)

(11〜16년)

□ 규제･분야 추진성과

ㅇ 국제기준에 적합한 화장품 유형 분류를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

추진(’15.11)

- (기능성화장품 제도 개선) 화장품 물품분류 협의체 구성 운영

(’16.5.), 현행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전환(’17.5)

* 염모제, 제모제, 탈모증상 완화 보조, 욕용제 중 비누조성제제(여드름)

- (수출 제품 국내 심사절차 간소화) 수출용 제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로 수출용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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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회요인과 한계점 및 시사점

□ 기회요인

ㅇ (한류확산)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한류 확산에 따른 국산 소비재

수요 상승 및 수출 증가

ㅇ (시장의 선진화) 첨단기술(바이오 등)과 화장품분야의 융합빈도 증가,

화장품 안전성 관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의 질적 수준 향상

ㅇ (신속한 상품화) OEM/ODM 등 위탁생산 활성화로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규진입 가능한 혁신환경이 조성

- 새로운 재료나 텍스쳐를 가격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으로 빠르게 상품화 가능

□ 위기요인

ㅇ (보호무역 강화 기조) 국제적인 규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별

관련 제도 규제, 수출절차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향후 화장품 수출 규제동향

(중국) 해외 직구(온라인판매)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 적용(’18 상반기)

(EU) 연간 1톤이상수출되는물질에대한등록을의무화(EU REACH Regulation 시행,’18.5)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유뮤에 대한 표기 의무화하는 등 할랄인증제 강화(’19.10)

ㅇ (중국시장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중국 자국회사 보호 및 성장, 중국

소비자의 소비인식 변화 추세에 대비한 신속한 정보 및 전략 필요

ㅇ (인재 유출) 중국으로의 핵심 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 격차 감소 및

수출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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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 및 시사점

ㅇ (기술 및 원천소재 수입 의존) 취약한 원료기초연구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내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원료 개발 등 R&D 지원 필요

ㅇ (화장품 기술 표준 미비) 안정성에 대한 평가분석기술의 중요성 확대됨에

따라관련 기기의 수입대체 및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 개발필요

ㅇ (수출편중)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 정책 등 변수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며 이에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 필요

ㅇ (낮은 브랜드 경쟁력) 선진국 화장품에 비해 낮은 국산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제적 홍보방안 필요

ㅇ (글로벌 전문인력 부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및 재교육

부담에 따른 화장품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추진 필요

<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 >

□ 화장품산업의 전략적 성장 분야 육성 필요
 ㅇ 코스메슈티컬 분야,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베이스 기술 등
 ㅇ 국제 R&D 교류를 통한 해외 자본 및 기술 도입
 ㅇ 중소기업의 연구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 필요

□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ㅇ 포스트 차이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필요
 ㅇ 전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화장품기업의 체계적인 수출지원 및 성과 도출
 ㅇ 정부지원 대상의 투-트랙 전략 필요(중견기업 & 중소기업)

□ 화장품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ㅇ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ㅇ 한국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장 마련

□ 소통을 통한 화장품산업 규제개선
 ㅇ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립
 ㅇ 해외 화장품 규제와의 조화를 통한 국내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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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

2016 2019 2022

･ 화장품 수출액 41억 달러 73억 달러 119억 달러

･ 화장품 산업 일자리 3.2만명 4.2만명 6.0만명

4 대 목 표

 1. (연구개발)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2. (기반조성)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3. (수출촉진)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4. (제도개선)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11 대 추 진 전 략

연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 

기술 확보

 화장품공통기반기술

   (제형･ 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4차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출 촉진

 화장품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해외 시장 개척 지원

 K-화장품 브랜드 지원

제도 개선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Ⅵ. 비전 및 추진전략
◇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4대

목표
11대 추진전략 31대 실천과제

R&D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 기술
확보

① 피부과학 응용연구

② 환경 - 피부 영향 연구

③ 뉴로코스메틱 S2B 연구

 화장품 공통기반
기술(제형평가기술
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① 새로운 평가기술 개발

② 신제형기술 개발

③ 인체적용시험 기술개발

④ 나고야의정서 대응기술 개발

 4차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① 4차산업혁명 융 복합 기기 개발

기반

조성

 화장품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①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기능 구축

② 화장품 해외사무소 운영

 글로벌 전문인력
및 실무전문가
양성

① 화장품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 운영

② 실무형 전문가 양성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① 화장품 스타트 업 운영

② 화장품 패키징 센터 구축

수출

촉진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①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 분석

② 해외 화장품 정책 네트워크 구축

③ 화장품 수출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④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⑤ 화장품 소비 잠재 시장개척 지원

⑥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①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

② BEAUTY KOREA 개최

③ 해외 박람회에 한국화장품 관련 행사 추진

④ 한국 화장품 포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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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① 사후관리지침 마련 및 화장품 제조업자 교육

② 포장공간비율 규정의 영구적 적용 개정 추진

③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화장품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① 안전 이슈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평가

② 화장품 물품분류분과위원회 운영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①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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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세부과제

1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기술 확보

◈ 최신 피부과학 응용 연구기반의 미래형 선도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과 선도기술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화장품 시장은 노화기전 및 표적발굴등 피부과학 연구를 응용한

과학적 근거중심의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

- 당쇄생물학* 및 후성유전학** 응용 등 기능성 화장품개발의 신영역

확대와 노화억제 기술 고도화 중

* 당쇄생물학: 유전체학, 단백질체 이후 제 3의 생물학적 언어로 평가되는 다당체

(saccharide)가 생물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로레알은 유전체학 및 당

쇄생물학 연구결과 주력상품 제니피크 출시)

** 후성유전학: 외부 또는 환경요인으로부터 초래된 유전학적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샤넬은 후성유전학(Epigenetics) 응용제품 Le Lift 개발)

◦ 마이크로비움 응용 화장품과 피부/뇌 상호작용 응용 감성화장품 등

화장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마이크로비움*, 광선** 또는 미세먼지 같은 공해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인체/환경 경계면인 피부와 환경인자가 주고받는 영향에

대한 신규 기전연구에 바탕을 둔 신제품 기술개발*** 경쟁 본격화

* 마이크로비움: 인체상재의 미생물균총으로 질병 및 건강에 영향을 줌

** 특정 파장의 광선을 이용한 마스크(LG전자의 더마 LED마스크) 제품 출시

*** 독일은 환경오염 영향 피부노화기전 규명 및 용용제품 개발(Sym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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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피부와 뇌의 상호작용(Skin-to-Brain) 연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뇌과학과 접목으로 감성자극의 새로운 제형의 감성화장품.(로레알의 엑스트라 오디

너리 로즈 오일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컨셉)

◦ 피부과학 기초기술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피부기전 연구를 응용한

세계시장 선도제품 개발이 늦어짐

□ 추진과제

ㅇ (피부과학응용연구) 피부 기초과학 분야 성과를 응용한 제품 및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을 위한 인접과학과의 접목기술 개발

< (예시)피부 기초과학의 응용 >

<연령별 피부 차이> <피부 마이크로비움> <뉴로코스메틱>

- 피부 조직 구조 기반 연구, 마이크로비움 연구,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술 연구 등 피부과학 연구를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 추진

ㅇ (환경오염-피부영향 연구) 오염물질의 피부자극 영향 연구

- 미세먼지등의공해물질에의한 피부노화기전에 바탕한 응용기술개발

- 빛의파장에 따라피부에 미치는 영향 및기전을활용한응용제품개발

ㅇ (뉴로코스메틱 S2B 연구) Skin to Brain 영향 연구

- 피부-뇌를 잇는 피부기초이론 연구에 기초한 수면연관 피부장애 개선

및 노화억제기술을 적용한 화장품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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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 화장품의 효능향상 등 품질 고도화에 필요한 제형기술, 혁신적 평가/

분석기술 및 나고야의정서발효대응안정적원료소재확보를위한기술개발

□ 현황 및 문제점

ㅇ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저하에 따른 안전성과 효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형기술 개발 필요

ㅇ 감성, 마이크로비움, 환경오염 방지 등 새로운 영역의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 평가/분석기술 개발 시급

ㅇ 기능성 화장품 영역의 확대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기반 필요

ㅇ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 전면금지(2013년)에 따라 보다 개선되고 안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필요성 대두

ㅇ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해외 유전자원 등이용 제품 비중(%): (의약품) 44.5 (건강기능식품) 32.0 (화장품) 19.3

(바이오화학 및 기타) 23.0(출처: ’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최근 당사국 증가(’17.10월 현재 총 100개국 발효)에 따른 화장품 원료비

상승에 대응해 국내유전자원을 활용한 원료소재 확보 필요

□ 추진과제

ㅇ (신제형기술 개발) 피부층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 효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안정성과 안전성을 수 있는 제형기술 개발

- 피부침투 및 전달 향상을 통해 피부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제형,

안전성과 안정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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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술개발) 화장품의안전성/효능을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개발

< (예시)안전성/효능 평가기술 >

<공해방지 기능성 평가> <사용감 정량화 기술> <동물대체시험장치>

- 기능성 화장품 확대에 대응하는 평가기술

- 피부/뇌 상호작용 측정, 마이크로비움 변화 분석, 그리고 환경 유해

인자의 피부영향 평가를 활용한 공해방지 화장품 효능평가기술

-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감 정량화 기술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선 및지속적 개발과이의적용에필요한 검증기술

ㅇ (인체적용시험 기술개발)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체적용시험(in vitro, in vivo) 기술 개발

- 인체적용시험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개발, 신뢰성 제고

및 외국장비 대체 개발 지원

* 글로벌 규격에 부합하는 측정 및 정량화 기술개발, 분석체계 구축과 더불어

기기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내 임상 전문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

- 혁신적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임상시험 지원

ㅇ (나고야의정서 대응기술 개발) 친환경 지속가능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기술 확보

- 한방 및 한국 전통발효기술과 첨단 바이오텍기술을 접목한 한국고유

화장품 원천소재 개발 및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핵심소재, 천연물 유래 천연물 합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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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 기술간 산업간 융복합과 빅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뷰티디바이스
활용을 통한 글로벌 소비자 중심의 제품개발

□ 현황 및 문제점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스메틱 분야와 IT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뷰티기술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부각

- IoT 기반의 진화된 스마트 화장품 기술, 빅데이터 기반 뷰티이미지

서비스 기술과 ICT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뷰티디바이스 개발

* 미국시장 ’14년 92억달러에서 연 19%씩 성장 전망, 중국시장 ’16년 7억

9,600만달러, 한국시장 ’14년 약 3,000억원에서 연 20∼30% 성장예상

□ 추진과제

ㅇ (융복합 기기 개발) 4차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기반의 화장용품 뷰티

디바이스 개발

< (예시)화장품 융복합 기술 제품 >

<ICT 기반 피부관리기술> <ICT 기반 기술> <융합형 뷰티디바이스>

- 4차산업혁명 ICT 기술(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용) 융복합

뷰티서비스 및 디바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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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화장품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 화장품산업의 종합 상담 창구 개설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수출관련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기적 체계적 지원 확대 필요

* 해외시장정보, 원료 안전성DB, 전문인력양성, 국가별피부특성은행, 품질

안전성지원, 중국시장개척, 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지원 등 사업 추진 중

ㅇ 수출지원기관에서 전 산업 분야의 해외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통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지원은 부족

* 코트라, aT센터 22개국에 전 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 중

ㅇ 국가별 규제(법) 사항이 많은 화장품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 조기정착 및 수출증대를 위해 특화된 현지

수출 사무소 운영 필요

* 해외수출 애로사항 : ①국가별 상이한 통관절차 ②항구별로 상이한 라벨, 포장

기준 ③제품 위생증명서 발급 ④특정제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대응

□ 추진과제

ㅇ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기능 구축) 화장품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필요

- (가칭) “화장품산업진흥법”을 제 개정 통해 화장품산업의 육성의

안전적인 지원 체계 구축하고 예산 및 전담조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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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의 주요 업무

①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수립

②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마련

③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④ 화장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⑤ 혁신제품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

⑥ 중소 화장품기업 지원 등

ㅇ (화장품 해외 사무소 운영) 해외 화장품산업의 규정(법) 모니터링 및

수출이슈(리스크) 점검,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 사무소 운영

* 사업실시 체계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기업 수요조사 → 대상국 지역

및 전문가 확정 → 현지 사무소 개관(3개국) → 국내 화장품기업 홍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무역협회 등 현지 재외공관 협력 → 기업

애로 컨설팅(행정, 수출 인허가, 법 등) → 상시 상담지원

* 1차 해외사무소 운영 국가 :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국, 태국, 베트남

 글로벌 전문인력 및 실무 전문가 양성

◈ 화장품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통해 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화장품산업 분야별 실무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우수
인력 공급 및 청년 취업 활성화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획 마케팅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전문가 양성과정 부재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및 재교육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16년 20개 대학에서 화장품 관련학과(학생수 1,094명)를 운영 중이나, 기획

마케팅 등 전문인력 양성 부족(산업부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 2016)

ㅇ 기존 석 박사 과정은 타산업과 연계한 과정 혹은 R&D에 집중된

과정으로 화장품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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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체계적인 지원 없이 단기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의 전문성 및 현장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 학위과정,제조판매자교육등의무교육과정외에산업의특성을고려하고트렌

드를반영한실무밀착형 교육적 지원이 필요

*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들 기업은 해외진출, 상품기획

등 전문분야의 자체적인 인력양성 역량 한계

□ 추진과제

ㅇ (특성화대학원 설립 운영)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화장품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19년 2개 대학 신설하고 ’22년까지 100여명의 화장품산업 글로벌 인재

산업계 공급

< (예시)화장품산업 특성화 대학원 교육과정 >

구분 교육 내용

공통과목

▪화장품학개론(화장품의기본이해)

▪화장품법규론(국내외화장품관련법)

▪화장품인문학개론(감성소비재)

화장품인허가

▪아시아지역화장품허가인증제도(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

시아,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필리핀등)

▪미주지역화장품허가인증제도(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등)

▪유럽지역화장품허가인증제도(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등)

▪ 중동아프리카오세아니아지역 화장품 허가인증제도(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

미리트, 터키, 리비아, 호주등)

▪화장품허가인증기술문서작성실습(국내외)

화장품

기술경영

마케팅

▪화장품개발론(국내외화장품트렌드연구분석, 기술동향분석, 신제품기획등)

▪ 화장품마케팅개론(마케팅전략계획수립, 대상국(소비자) 동향분석, 자사경쟁사

마케팅분석, 가격관리, 유통관리등)

▪화장품유통론(외산화장품수입, 국산화장품수출및국내유통의절차, 관리등)

▪화장품지식재산권관리(특허, 디자인, 상표등국내외등록관리)

ㅇ (실무형 전문가 양성) 화장품 관련학과 전공 미취업자 대상 화장품산업

분야별 실무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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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신규인력 교육비용 절감 유도

* ’18년부터 전문교육과정 신설시 R&D, 생산, 마케팅 등 화장품 산업 전주기

전문인력 산업계 공급

- 화장품산업에 신속 투입 가능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국내 화장품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본 교육 콘텐츠 개발

- 화장품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스타트 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추진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 기업 간의 자유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산업간 또는 기업 간의 지식재산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신규 사업 및 시장 아이템 확보 기회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및 관계자들 간의 기술

및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필요

*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자사 활용도 5%∼25%불과(Henry Chesbrough)

ㅇ 빠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하여 단독기업의 기술과 정보능력보다는

아이디어를 외부와 공유하면서 조달하는 트렌드

- 짧은 개발 및 출시 경향으로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기업들의 관심 집중

* 신제품 출시 주기: 1980년 초반 4∼6년, 1980년 후반 2∼3년, 1990년 6개월

ㅇ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인 이미지 산업으로 제품디자인이 구매요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산업의 특성상 디자인 분야 지원 필요

* 한국상품 구매결정 요인 : 품질 36.2%, 가격 15.9%, 디자인 15.5%, 브랜드 15.3%

(한국무역협회 외국인의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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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분야는 제조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의 투자로도

높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추진과제

ㅇ (화장품 스타트 업 운영) 기업 및 관계자들 간의 기술 및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연간, 월간, 주간 정기프로그램 운영(분야별 정기 교육, 이슈세미나, 기술

로드쇼, 소규모 신제품 제품설명회 등)

- 온오프라인의채널다변화로사용자와이용자의활발한네트워크구축지원

오프라인 온라인

ㅇ (화장품 패키징 센터 구축) 수출국 현지 소비자의 니즈 감성 조사를

통한 화장품 패키징 개발지원

- 기업지원 : 화장품 수출제품 글로벌 브랜드개발, 화장품 공동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기존 제품디자인 고급화

(리뉴얼) 지원, 제형별 맞춤형 포장재 개발 등

- 연구지원 : 환경, 편의성, 보관성을 고려한 용기 포장지 개발 연구

- 교육지원 : 디자인, 장비 활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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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화장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한국 화장품 수출 시장 다변화, 해외 현지 수출 거점 확보, 한국

브랜드 인지 제고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화장품산업 급성장으로중소화장품기업의해외 新시장 판로 개척

(시장 다변화) 활성화 중

*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80%이상 집중

(특히, 중국/홍콩 수출비중이 60%)

ㅇ 국내 화장품 기업의 낮은 수출역량 및 영세한 규모로 해외에 필수

기본 사항인 해외인허가 대응에 한계

* ’12∼’15년 화장품생산 품목 수(396,782개), 중국 위생허가 등록 품목 수

(42,953개)의 10% 수준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비용 등의 문제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

ㅇ 또한, 한국 화장품 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해외 뷰티 화장품 정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

* ’14년부터 해양수산부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항만건설 수주 지원을 위

해 정기적으로 관련 외국 공무원 초청 연구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과제

ㅇ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 분석) 국가(도시)별유통채널별제품(개발)

동향, 바이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시의성 높은 정보 제공

* 조사 대상 국가(도시) 총 6개국 8개 도시 :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방콕), 베트남(호치민), 프랑스(파리), 미국(뉴욕), 일본(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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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전문가네트워크를활용한주요 유통채널의 각 항목별 전수 조사

실시 후 정량 기초데이터 분석

- 국가별 바이어 및 유통 전문가 대상 온라인 상시 비즈니스 수요 조사

* 드럭스토어, 화장품전문매장, 백화점, 하이퍼마켓, 온라인, 홈쇼핑 등 국가별채널별

상시 수요파악

ㅇ (해외 화장품 정책 네트워크 구축) 동남아 등 잠재 소비국의 뷰티

화장품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뷰티 화장품 관계자 초청 교류회 진행

* 강의, 세미나, 현장방문, 문화체험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년/4회)

ㅇ (화장품 수출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기 구축된 16개국의 수출절차 및

규정 DB 업데이트 및 신규 10개국 정보 추가 제공

- 국가별수출사전준비(영업 마케팅, 계약정보), 사후관리(영업관리, 판로확대등)

정보와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10개 실무 비즈니스 정보 추가

ㅇ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 지원 제도 구축을

통한 유망 수출 중소기업 발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新기술 원료 인허가 등 지원책

마련(일반 특수 신원료 300건)

ㅇ (화장품 소비 잠재 시장개척 지원) 잠재 수출 대상국의 한국 화장품시장

확대를 위해 화장품 수출 전문기관(코트라, 관광공사, 코이코 등)과 공동으로

화장품 프로모션 지원

ㅇ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한류 영향이 높은 국가에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를 통해 잠재 수출시장 확대(북미, 유럽, 동남아 등)

- 해외 핫 플레이스 지역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통해 뷰티 & 화장품(소비재) 테스트 마케팅 추진(매장별 6개월∼1년)

* 해외 시장 내 한국화장품 홍보를 위한 판촉 프로그램, 수출지원, 현지 유통

업체와의 SNS유통망 연계 진행

- 38 -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 해외 교육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글로벌

뷰티아카데미 운영

◈ ‘(가칭)BEAUTY KOREA'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의 장(場), 국제적

정보교류 및 기술거래의 장(場)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한류열풍과국내화장품기업의기술력강화로인해아시아지역에서

한국 화장품 콘텐츠에 대한 관심 급증

ㅇ 세계적인 관심 증대에도 불구, 한국 뷰티 화장품 홍보 수단 미흡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확립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뷰티 화장품산업 중심 허브로 육성할 필요

□ 추진과제

ㅇ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 해외뷰티전문가의 국내 유명 뷰티

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국내 화장품 기술, 전문가화장품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기관 선정 및 연수 지원

ㅇ (BEAUTY KOREA 개최)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잡페어,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아시아 뷰티 교류의 장 마련

< (예시) (가칭)BEAUTY KOREA 구성 >

컨퍼런스 뷰티산업 종사자의 전문적 심층적 정보 교류

비즈니스포럼 아시아 뷰티산업 허브로서 뷰티산업 분야 글로벌 석학 및 전문가들과의 최신
산업 기술 동향 교류 및 토론의 장 마련

잡페어 뷰티산업 종사자의 채용 구직 정보 교류

전시회 최신 이슈와 기술을 확인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소개

수출상담회 해외 빅바이어 초청을 통해 1:1 미팅 주선으로 수출역량 강화

콘테스트 K-뷰티 국제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홍보 및 수출 촉진

화장품인의 밤 정부․기업 간 소통 및 동기부여, 포상,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한
화장품산업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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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박람회에 한국 화장품 관련 행사 추진) 신흥국 박람회와 연계해

한국 화장품 교육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화장품 공동관 설치 운영을 통해 신시장 개척 지원

* 교육기관과 전문가용화장품 프리매칭을 통해 교육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화

장품제조판매 기업은 박람회 전시부스 필수 참여

- 선진국에서 개최하는 뷰티 화장품 관련 박람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포럼 개최를 통해 K-Cosmetic 브랜드 이미지 제고

* K-Cosmetic 트렌드 발표, 제품 기업 소개, 영문홍보동영상 제작 등

- K-콘, MAMA등문화산업관련대형행사와화장품홍보연계

ㅇ (한국 화장품 포털 운영) 외국인 대상 모바일 기반 한국화장품

홍보 채널 운영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시스템 개발

-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및 온라인

해외 화장품 판매장 운영

* 한국 화장품홍보브랜드의 일원화를위한 K-Beauty BI 및 영어 다큐멘터리 제작

* 한국 화장품 소개, 뷰티관광 정보, 우수업체 정보, 주변 관광지 등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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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 원료, 자재,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합리화하여 제품 경쟁력 증대
◈ 포장재 디자인 고급화를 통한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원료부터완제품까지업계에서시험방법이나시험주기를 설정하여

필요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7호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 실제 현장 감사 시에는 원료 등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업자의 제조

번호별로 시험 검사 자료를 요구

-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수입화장품 대비

국내 제조화장품만의 규제가 강화되는 역차별이 발생

ㅇ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상향 조정,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는 등 한시적 규제 완화 적용

* 관련 규정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미국 등 외국의 대부분 국가는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을 규제하지

않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포장공간비율을 50%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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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ㅇ 화장품 원료의 품질검사에 대한 합리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 마련 및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ㅇ 화장품 품질검사관련 화장품법 개정을 통한 규정의 의미 명확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7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개정

- 원료 또는 자재 공급업자의 시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항목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ㅇ 포장공간비율 규정의 영구적 적용 여부 검토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ㅇ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환경단체와의 포장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모니터링 추진

현행 개정안 비고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
까지필요한경우시험검사
또는검정을 할 것.
다만, 원료 및 자재 공급
업자의 시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현행 식약처유권해석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료 공급
업자의 시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험항목을
갈음할 수 있도록 명확
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현행 개정안 비고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제품에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제품에대하여는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한시적 적용 내용을 삭제

하여 항구적으로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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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육성방안과 제도개선
논의 및 대국민 안전이슈관련 소통 강화

◈ 위원회 산하에 물품분류분과위원회를 구성, 새롭게 개발되는 물품에
대한 화장품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제품 개발 활성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화장품 원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안전성 정보가 보도되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케미포비아 현상으로 확대

-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피해

ㅇ 최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면서화장품법등현행규정만으로화장품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의 도입 또는 개발이 지연

□ 추진 방향

ㅇ 화장품 산업 진흥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화장품산업육성

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설치 운영

- 각 분야의 전문가(정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육성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ㅇ 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tool을 개발하여 대국민과 안전관련 소통 지원

* 참고 : 약사법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ㅇ 또한,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에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의 화장품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물품분류분과위원회(가칭)를 설치,

새로운형태로개발되는화장품이신속하게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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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EU FTA 체결시 피해산업으로 분류 되어 지원하던 화장품 산업이

최근 비약적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ㅇ 현재 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 및 교육을 규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제관련으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움

ㅇ 지속적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 마련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화장품 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을통한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산업발전을위한컨트롤타워, 단계별범부처간협업등역할구분필요

□ 추진과제

ㅇ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 (추진절차)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후 법 제정 추진

-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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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관리
번호

실천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1 피부과학응용‧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1-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기술 확보

1--① 피부과학 응용연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② 환경오염-피부영향 연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③ 뉴로코스메틱 S2B 연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화장품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1--① 신제형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② 새로운 평가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③ 인체적용시험 기술개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④ 나고야의정서 대응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환경부

1- 4차 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1--① 4차 산업혁명 융‧복합기기 개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1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시스템 구축

2-1- 화장품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2-1--① 화장품산업 종합지원기능 구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1--② 화장품 해외사무소 운영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1- 글로벌 전문인력 및 실무 전문가 양성

2-1--① 화장품 특성화 대학원 설립·운영 보건복지부 교육부

2-1--② 실무형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1-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2-1--① 화장품 스타트업 운영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2-1--② 화장품 패키징 센터 구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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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실천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2-2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2-2-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2-2--①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분석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2--② 해외 화장품 정책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2--③ 화장품 수출 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보건복지부 -

2-2--④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2--⑤ 화장품 소비 잠재시장 개척 지원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2--⑥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보건복지부 -

2-2-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홍보 지원

2-2--①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2-2--② BEAUTY KOREA 개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2--③ 해외 박람회에 한국 화장품 관련행사 추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2--④ 한국 화장품 포털 운영 보건복지부 -

3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3-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3--① 사후관리지침 마련 및 제조업자 교육 환경부 보건복지부

3--② 포장공간비율 규정 영구적 적용 여부 검토 환경부 보건복지부

3--③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3--① 안전이슈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평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② 화장품 물품분류분과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3-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