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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재앙'은 모면했다! 중국 광군절서 국내 화

홍콩 시위 장기화, 화장품 수출 영향은?

장품 특수 기대(‘19.9.2)

(‘19.9.2)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8월 화장

● 대 홍콩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억달러로,

품 수출은 지난 2018년 5억 1,300만 달러에

전년 대비 –34.9%를 기록 중이고, 이에 따라

서 올해 8월에는 5억 1,900만 달러로 증가해

비중도 15.7%로 급락했음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해 다행임
● 국가별 수출금액은 중국 1억 8.000만 달러,

●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
연구원은 “홍콩의 수출물량은 작년 9월부터 감

일본과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연합인 CIS가

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수입 비특수

각 2,000만 달러 등으로 중국이 여전히 국내

용도화장품 등록제' 실시에 따른 기간 단축에

화장품의 핵심 수출국가이고, 증가율 경우에는

따라 홍콩 수출 물량 관망 ▲11월 전자상거래

중국 17.9%, 일본 13.3%, CIS 58.9% 등으

법 시행에 따른 따이공 등의 규제 강화 때문”이

로 CIS가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음

라고 말했음

- 관련링크:

- 관련링크:

http://www.thebk.co.kr/news/articleView.ht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

ml?idxno=188306

l?no=4931

與, 화장품 업체 찾아 "K-뷰티 등 글로벌 경

K뷰티, 중국서 존재감 사라져 '럭셔리·프리

쟁력 강화 지원“ (’19.9.4)

미엄 제품 필요'(‘19.9.3)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로

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화장품

컬 화장품 C뷰티의 약진이 두드지고 수입시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에서 J뷰티가 1위를 차지하는 등 K뷰티의 존재

지원을 약속했음

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조치 이후

●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2015년부터 중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원료 의존도가

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재 수입관세를 인

높은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 청취와 함께 지원

하해 화장품 수입관세 인하폭은 50~90%에

에 나선 것임

달한다”며 “럭셔리·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새

- 관련링크:

로운 브랜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언했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

- 관련링크:

190904_0000760601&cID=10301&pID=10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

300

l?no=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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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활동기업 '역대최대' 22만9천곳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글로벌 화장품 리

…화장품 수출기업 급증(’19.9.3)

테일 진출 증가 (’19.9.3)

● 관세청이 28일 공개한 기업무역활동통계에 따

● 베트남에서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르면 지난해 무역 활동 기업은 전년보다 3.4%

서 글로벌 리테일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22만8천676개사, 무역액은 7.9% 늘

증가하고 있음

어난 1조1천116억 달러로 집계됐음
● 수출·수입 기업 수가 많은 상위 10개 품목을

● 글로벌 조사기업인 닐슨에 따르면, 베트남 뷰
티 시장은 중산층의 성장과 젊은 소비자층, 남

분석한 결과, 수출 진입률은 종이(44.9%), 공

성 고객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구(44.6%), 고무제품(43.8%), 화장품

1인당 화장품 소비금액은 여전히 태국의 1/5

(42.8%) 등 순으로 높았음

수준이지만 이는 베트남 뷰티 시장의 발전 가

- 관련링크:

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함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80

- 관련링크:

41000002?input=1195m

http://www.cosinkorea.com/news/article.ht
ml?no=32469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경쟁자는 끊
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19.9.3)

이제는 화장품도 배달한다, 정기배송 서비스

●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

이목 집중(’19.9.2)

분기 전국 온라인 판매액은 2조2400억 위안

●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구독 서비스 관련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고, 농촌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이 정기배송에서 차지하

역의 온라인 판매액은 3,570억 위안으로 전년

는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 스트리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고 밝혀 전자상거

밍(52%), 면도기 정기배송(50%), 애완용품

래 시장이 농촌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정기배송(45%) 등이 뒤를 이었음

성장을 하고 있음
● 국내 화장품은 그동안 총판이나 따이공 등에

● 국내 화장품 맞춤 서비스는 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아

의존하면서 백화점이나 로드샵 등 오프라인에

모레퍼시픽과 애경 등 국내 뷰티 대기업들까지

집중했음. 하지만 사드 이후 중국의 제도변화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

와 경기침체,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 등으

음

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몇 년째 전전

-관링련크:

긍긍하고 있음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

- 관련링크:
http://www.thebk.co.kr/news/articleView.ht
ml?idxno=188302

tml?idxno=7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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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분기 화장품 기업 매출 평균 1051

중국에도 ‘더마’ 바람?(’19.9.5)

억원 전년비 4.4%↑(‘19.9.3)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이슈를 반영해 더마 화

● 화장품관련 기업들의 2분기 매출은 평균

장품이 국내에서도 매년 15%이상 꾸준하게

1051억원으로 전기 1046억원 대비 0.5% 증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더마 화장품 시

가했고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음

장이 확대되고 있음

● 화장품신문이 2분기 관련기업 53개사 매출을

● 메저차이나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8년 6

분석한 결과 LG생활건강이 1조8325억원으로

월-2019년 5월 기준) 티몰과 타오바오에서

가장 높았고, TOP10은 아모레퍼시픽그룹 1조

판매된 스킨케어(토너, 에센스, 로션 개별 합산)

5689억원, 한국콜마 4098억원, 코스맥스

매출 총액은 221억 위안(원화 약 3.8조 원)이

3323억원, 애경산업 1573억원, 콜마비앤에

며, 이 중 ‘민감성 피부용’으로 출시된 제품들

이치 1164억원, 에이블씨엔씨 1126억원, 코

의 시장 규모는 2.7억 위안(스킨케어 시장의

스메카코리아 996억원, 연우 801억원, 미원

1.2%)을 차지함

상사 631억원 순으로 기업 평균은 1051억원

- 관련링크:

으로 분석됐음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5
571/cat/10

tml?idxno=7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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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

2019-07-08 탁순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스킨 및 헤어케어 제품, 성별구분 없이 사용되는 크림 등의 소비비중이 큼 -

- 시장 경쟁의 강화로 타 제품과의 차별화가 중요 -

ㅇ 말레이시아 화장품 교역 동향
- 미국 Depar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총 교역규모는 2015년에
20억불을 돌파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제품의 50% 이상의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
- 기존 화장품 제품시장은 미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류에 힘입어
한국 제품의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화장품 주요 진출 채널
-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진출 채널은 크게 Pharmacy Chains, Specialist Stores, Local
Distributor, Online Retailer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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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화장품 주요 진출 채널 >
구분

특징

Pharmacy Chains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Watsons, Guardians 등)

온라인 웹사이트 개설로 온라인 판매도 진출

Specialist Stores
(KENS apothecacy 등)

자체 뷰티샵을 통해 전문, 고급제품을 판매

Local Distributors

기존 화장품 시장 유통에서 큰 비중을

(DKSH 등)

차지하고 있음

Online Retailers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최근 비중이 상

(Lazada 등)

승하고 있음

-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유효한 판매 채널이 다르므로 제품의 특징 및 판매 채널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적합한 진출 파트너 선택이 중요함.
ㅇ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Malaya-Wales 및 University Kuala Lumpur에서 작성된 보고
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뷰티케어 시장에서 각 제품군의 비중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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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The Usage of Cosmetic in Malaysia: Understanding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Users
- 말레이시아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의 비중이 30%로 가장 크며, 헤어케어 및 일반 화장품류를 합
쳐 70%의 시장 비중을 구성하고 있음.
- 또한, 메이크업을 하는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료 : The Usage of Cosmetic in Malaysia: Understanding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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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제품은 BB/CC 크림이
었으며, 뒤를 이어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제, 립스틱 등이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의 소득증가 및 남성용 화장품 수요 증가로 인해 스킨 및 헤어케어 제
품, 그리고 성별 및 연령 구분 없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BB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의 소비 비
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 말레이시아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A사 K모씨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트
렌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료의 사용, 개별 사용자 맞춤형 제품(AI 등의 기술 활용), 사회
환원 활동 등과의 연계, 할랄 활용 제품을 꼽았음.
-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화장품 관련 수출규제(승인 취득 등), 할랄 인증 등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며,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화장품 시장 전
반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가격 및 제품의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작성자 :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탁순완 과장
* 자료 : The Usage of Cosmetic in Malaysia: Understanding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Users, 무역관 자체자료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7. 8.>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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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 마련 등 화장품법 개정에 따
른 위임 법령을 마련하고,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및 보고서 요건 확인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환하고자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됨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2019년 9월 9일(월)까지 이메일(hyoung@kcia.or.kr)
로 수렴함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서 양식’ 1부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2019년 8월 23일(금)까지 이메일
(jenko@kcia.or.kr)로 수렴함
※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 및 의견서 양식’ 1부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협회 업무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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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화장품·의료기기 산업 채용박람회 행사 참가안내
우리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화장품분야 취업희망자와 업체의 일자리 정보 교류를
위한 ‘화장품 의료기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화장품 분야에 우수한 인재채용 및 대국민 기업 홍보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동 박람회에 참가를 망하는 회사는 9/5(금)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우리협회(rootim@kcia.or.kr 임종근 부장 Tel 02-785-389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일시 : 2019. 9. 17 (화)10:00~17:00
나. 장소 : 서울 SETEC 3관
다. 주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 주관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바. 주요내용 : 화장품 분야 취업 희망자와 업체의 일자리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의 인재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 촉진을 유도
사. 지원사항 : 부스비 지원(부스비 무료)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2020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 제71조에 따라 2020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 품목
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9.9(월) 오전
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한 관세지원액을 산출(추정)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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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13~16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65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오블롱기키트리움속피비-55폴리사카라이드

Oblongichytrium sp. PB-55 Polysaccharides

2

트라우스토키트리움속에이티씨씨26185오일

Thraustochytrium sp. ATCC 26185 Oil

3

버번추출물

Bourbon Extract

4

라벤더그로소허브오일

LAVANDULA HYBRIDA GROSSO HERB OIL

5

페퍼민트줄기추출물

Mentha Piperita (Peppermint) Stem Extract

6

은청가문비나무가지/잎/목부오일

Picea Pungens Branch/Leaf/Wood Oil

7

그란디스전나무오일

Abies Grandis Oil

8

보스웰리아 사크라수지오일

Boswellia Sacra Resin Oil

9

아메리카시나몬잎오일

Ocotea Quixos Leaf Oil

10

빅베리주니퍼오일

Juniperus Osteosperma Oil

11

캐모마일꽃/잎/줄기오일

Anthemis Nobilis Flower/Leaf/Stem Oil

12

팔미토일에스에이치-옥타펩타이드-24아마이드

Palmitoyl sh-Octapeptide-24 Amide

13

팔미토일에스에이치-트라이펩타이드-5노르아이
소류실에스에이치-노나펩타이드-1

Palmitoyl sh-Tripeptide-5 Norisoleucyl sh-Nona
peptide-1

14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73

sh-Polypeptide-73

15

글리세올린스

Glyceollins

16

스테아릴니코티네이트리보사이드클로라이드

Stearyl Nicotinate Riboside Chloride

17

세틸니코티네이트리보사이드클로라이드

Cetyl Nicotinate Riboside Chloride

18

쑥잎오일

Artemisia Princeps Leaf Oil

19

피토스테릴글루코사이드/글루코실세라마이드

Phytosteryl Glucoside/Glucosylceramide

20

이사첸키아/감발효추출물

21

야콘잎추출물

Smallanthus Sonchifolius Leaf Extract

22

보로조열매추출물

Alibertia Patinoi Fruit Extract

23

Lactobacillus/(Angelica Acutiloba/Cnidium Offici
락토바실러스/(왜당귀/천궁/스페인감초/작약)뿌리 nale/Glycyrrhiza Glabra/Paeonia Albiflora) Root/
/오미자열매발효추출여과물
Schisandra Chinensis Fruit Ferment Extract Filtrat
e

COSMETIC REPORT_ 협회 업무추진현황

연번
24

25
26

21

성분명

영문명

Lactobacillus/(Angelica Acutiloba/Cnidium Offici
락토바실러스/(왜당귀/천궁/스페인감초/작약)뿌리 nale/Glycyrrhiza Glabra/Paeonia Albiflora) Root/
/오미자열매발효추출여과물
Schisandra Chinensis Fruit Ferment Extract Filtrat
e
Bacillus/Panax Ginseng Berry Extract Ferment Filt
바실러스/인삼열매추출발효여과물
rate
Cutibacterium Granulosum Ferment Extract Filtra
쿠티박테리움 그라눌로숨발효추출여과물
te

27

쿠티박테리움 아비둠발효추출여과물

Cutibacterium Avidum Ferment Extract Filtrate

28

꽃단풍나무추출물

Acer Rubrum Extract

29

글래디치아 페라꼬투리추출물

GLEDITSIA FERA POD EXTRACT

30

트리그레잎스열매추출물

Lannea Microcarpa Fruit Extract

31

치마버섯/천문동뿌리/콩배아발효여과추출물

32
33

Schizophyllum Commune/Asparagus Cochinchin
ensis Root/Soybean Germ Ferment Filtrate Extra
ct
Cinnamomum Cassia Branch/Honeysuckle Flowe
육계가지/인동덩굴꽃/(우엉/오미자열매)/모란뿌리
r/(Arctium Lappa/Schisandra Chinensis Fruit)/Pae
/향유추출물
onia Suffruticosa Root/Elsholtzia Ciliata Extract
Bacillus/Coix Lacryma-Jobi Ma-yuen Seed Extrac
바실러스/율무씨추출물/화산재발효여과물
t/Volcanic Ash Ferment Filtrate

34

자주방아풀잎/줄기추출물

35

기수초추출물

36

상아산세베리아수

37

석결명추출물

Senna Occidentalis Extract

38

황해쑥잎오일

Artemisia Argyi Leaf Oil

39

사슴뿔피/세포배양액

Deer Antler Blood/Cell Culture Conditioned Med
ia

40

로즈마리잎/줄기오일

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Stem Oil

41

화남풍나무/풍나무수지오일

Liquidambar Acalycina/Formosana Resin Oil

42

호스래디시잎추출물

43

신강자초추출물

Arnebia Euchroma Extract

44

만삼추출물

Codonopsis Pilosula Extract

45

양까막까치밥나무씨오일/올리브오일/아미노프로 Black Currant Seed Oil/Olive Oil/Aminopropane
판다이올에스터
diol Esters

46

2-에틸헥산올

2-Ethylhexanol

47

프세우도윈테라 콜로라타잎추출물

Pseudowintera Colorata Leaf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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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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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영문명

48

에스-디엔에이압타머-2

49

하이드롤라이즈드열빙어알여과물

50

인카르나타시계꽃잎추출물

51

아이소포론다이아민다이말리에이트

52

리조푸스/효모/오갈피나무껍질/황기뿌리/산수유
열매/산사나무열매/참마뿌리/감초뿌리/산수국잎/
구기자나무열매/쌀/인삼뿌리/복령/오미자열매/옥
수수전분/생강뿌리발효추출물

53

바실러스/둥굴레추출물/화산재발효여과물

Bacillus/Polygonatum Odoratum Extract/Volcani
c Ash Ferment Filtrate

54

바실러스/폴릭애씨드발효여과추출물

Bacillus/Folic Acid Ferment Filtrate Extract

55

마늘줄기추출물

56

시스타민다이말리에이트

57

하이드롤라이즈드석류나무열매추출물

58

큰열매모자반잎/줄기추출물

59

복사나무수지추출물

60

인체지방유래중간엽세포엑소좀

61

비피도박테리움/비터오렌지꽃추출물발효여과물

62

울릉산마늘씨추출물

63

바위솔잎추출물

64
65

효모/(서양톱풀/황벽나무껍질/살비아)추출물발효
여과물
락토바실러스/(족도리풀뿌리/쇠뜨기/감초뿌리)추
출물발효여과물

s-DNA Aptamer-2

Human Adipose Derived Mesenchymal Cell Exos
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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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관련링크 :
http://helpcosmetic.or.kr/legal/foreign.php?ptype=view&idx=4855&page=&total_searchkey=%EB%8C
%80%ED%96%89%EA%B8%B0%EA%B4%80

※ ‘아시아 지역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파일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순번

대만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

소재지

1

Asia Medical Affairs Solutions Inc.

대만 타오위안시

2

Intertek Testing Services Taiwan Ltd.

대만 타이베이시

3

MRS MICROWORK CO., LTD.

대만 타이베이시

4

Sinew Consulting Group

대만 신주시

5

Super Laboratory Co.,Ltd.

대만 신베이시

-관련링크 :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1634&ss=page%3D%26skind%3DTITLE_CN
TNT%26sword%3D%EB%8C%80%EB%A7%8C%26ob%3D

※ ‘대만 수입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파일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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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관련링크 :
http://helpcosmetic.or.kr/legal/foreign.php?ptype=view&idx=4856&page=&total_searchkey=%EB
%8C%80%ED%96%89%EA%B8%B0%EA%B4%80

※ ‘유럽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파일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관련링크 :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2256&ss=page%3D2%26skind%3D%26
sword%3D%26ob%3D

※ ‘케나다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파일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COSMETIC REPORT_ 협회 업무추진현황

(브라질)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

-관련링크 :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2257&ss=page%3D2%26skind%3D%26
sword%3D%26ob%3D

※ ‘브라질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 ‘파일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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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대행기관 안내(개정판)
○ 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
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
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
무 진행 시 발생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북경매리스
베이징위즈레그컨설팅
베이징재지시대
중국기관

베이징톈젠화청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베이징Bonoga컨설팅
알란
CIRS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주)중한해외연수원

국내 기관

주식회사 서브닷컴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해외인증경영센터

-관련링크 :

SMC커뮤니케이션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1606&ss=page%3D%26skind%3DTITLE
_CNTNT%26sword%3D%EB%8C%80%ED%96%89%EA%B8%B0%EA%B4%80%26ob%3D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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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수출 관련 정보 모음
홈페이지 방문자께서 중국 수출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협회 홈페이

지에 게시된 중국 수출 관련 정보 및 중국 진출 지원사항에 대한 해당 안내글 링크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각 게시판 및 지원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수출절차
☞ 중국 전체 수출절차: (http://helpcosmetic.or.kr/legal/process.php)
☞ 위생행정허가 신청 절차: (http://helpcosmetic.or.kr/legal/process02.php)
◈ 중국 최신 법령
☞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 (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php)

☞ 중국 위생행정허가 관련 법규: (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03.php)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https://www.kcia.or.kr/_Document/news/NEWS_020V.asp?gPage=1&dnsn=20
39&tablename=B_NEWS)
◈ 중국 진출 지원사항
연번

기관

1

사업명
차이나데스크

한국무역협회
2

설명

웹사이트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 http://okfta.kita.net/main.do
지원

?method=index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
해외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 제 http://www.kita.net/
공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화장

중국인증집중지 품 분야 수행기관 :

3

원사업

kr/eservice_new/korea_ktr/us
s/guide/info.jsp

CCIC KOREA)

중소기업청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exportcenter.go.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
득지원사업

http://www.exportcenter.go.
kr:9091/notice/noticeDetailV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 ew4.do
(담당기관 :

출인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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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5

(중소기업진
흥공단)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중국 진출 마케팅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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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
seea/selectSEEA505.do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
6

산업통상자

원부 등

수출바우처사업

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https://www.exportvoucher.c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 om/
행하도록 지원
http://www.kotra.or.kr/kh/ser

7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무역사절단

등의 서비스 지원

vice/KHSBUA021M.html?MEN
U_CD=F0468&TOP_MENU_C
D=F0261&LEFT_MENU_CD=F
0468&PARENT_MENU_CD=

8

한 국 보 건 산 해외화장품판매

화장품판매장 운영 및 홍보ㆍ

업진흥원

마케팅 등의 서비스 지원

장개척지원사업

https://www.khidi.or.kr/board
?menuId=MENU01108&siteId
=null

COSMETIC REPORT_ 협회 업무추진현황

"중국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절차 안내서" 발간 안내
협회에서는 ’18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된 중국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제도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중국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부내용 확인 및 책자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tps://kcia.or.kr/home/inst/inst_book_view.php?no=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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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중국 위생행정허가 안내서』 및 『법규집』(개정판) 발간 안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위생행정허가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기 쉽게 소개한『중국 화장품 수출 길잡이 - 위생행정허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는 중국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할 때의 진행 절차를 해당 단계 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의 양식 및 실무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
어 위생허가를 처음 접하는 자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협회에서 주최한 5차례의 위생허가교육을 통해 중국 위생행정허가 현지 심사
위원 및 전문가들이 강조한 주의사항 그리고 각 진행단계에서의 팁과 자주하는 질문 및 이에 대한
답이 수록되어 위생허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았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는 2017년 2월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번역·정리하여 발간한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에 2017년 7월까지 발표한 최신 법령을 업데이트하여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중국 화장품 수출 길잡이 - 중국 위생행정허가 안내서- 』 및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 (번
역판)』개정판을 구매하고 싶은 회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대한화장품협회」→ 「발
간물」→ 「구매안내」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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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국문 번역판)」발간 구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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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을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고 실시간으로 화장품 최신 정보를 공유하세요!
https://youtu.be/aw-TudxC4ss
▶ 카카오톡 친구에게 드리는 혜택
1. 화장품의 법령, 정책 정보
2. 화장품과 관련된 교육 정보

3. 해외 수출 정보

30

31

행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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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변경된 제도, 범부처 종합대응
및 지원시책 등을 안내하고 있는 바, 수출기업들이 동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
내드립니다.
일본규제 바로알기 (https://japan.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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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년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산업 육성·발전 및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산업 육성·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하고자 「2019년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를 시행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9년 9월 15일(일)까지 KHIDI 홈페이지 정책제안 온라인
게시판(www.khidi.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 안내 1부.
붙임2: 정책제안 온라인 게시판 안내 1부. 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과제 시상(9월말 예정) 및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인 부문

보건산업 전문가 부문

-최우수상 1과제 선정 및 150만원 상금

-3개 우수과제 선정

-우수상 2과제 선정 및 각각 100만원 상금

-과제당 300만원 기획연구비 지원

-장려상 5과제 선정 및 각각 50만원 상금

*기획연구: 10월~11월 진행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종숙 연구원(Tel: 043-713-8456,
pjs82@khidi.or.kr)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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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사 소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회 사 명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 대표자명 : 이환주
⁍ 설립일자 : 2014. 12. 10
⁍ 종업원수 : 11 명
⁍ 웹사이트 : http://ncn.re.kr
⁍ 연 락 처 : 063-633-8601

회사소개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R&D 및 기업지원을 위한 남
원시 출연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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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중국 수출 최신 정보 알림 신청 안내
1. 우리 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중국 수출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국 화장품 관련 최신 법령
· 중국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 동향
· 중국 수출교육/세미나 일정 안내
· 중국 수출, 법령 관련 세미나 내용 요약

· 중국 수출 지원사업 안내
· 기타 중국 수출에 도움되는 정보
2.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의 중국 업무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홈페이지 접속 → 협회소개 → 회원사 소개 → 회사명 입력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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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안내

회원 가입 안내

구비서류

① 대표자 이력서

1부

② 회사소개

1부

③ 회사연혁

1부

④ 사업전개방향

1부

⑤ 제조판매업등록증(제조업등록증) 사본

1부

※가입신청서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회원

-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정회원

- 입회비 : 월회비 × 12월
회비



준회원

- 화장품 판매자, 원료제조 ·공급자,
화장품연구기관, 화장용구 제조업자


준회원

- 입회비 : 500,000원(정액)

- 월회비 : 매출액에 따른 차등 적용(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월회비 : 정회원의 2/3 적용
※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입회비 1,800,000원, 월
회비 150,000원 임

회원가입시
혜택



총회 의결권



회원사 애로 사항 대정부 건의



해외마케팅 지원(중국 상해, 중국 광주, 홍콩, 인코스메틱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영문증명서 발급



GMP 컨설팅



해외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국내 변화정보(법령, 시장 통계, 해외 인허가 대행 명단)제공



성분사전(온라인) 정보 제공



화장품 관련 정부 실시간 제공(홈페이지, SNS, 코스메틱리포트)



중국 수출관련 심층자료 제공



중소기업 포상 확대



회원사 친목 도모를 위한 정보교류 강화(조찬간담회, 정기총회)



협회 주최 교육(세미나) 등록비 할인

수수료 우대 혜택(발간물, 영문증명수수료, 광고자문, 성분사전)
회원사 홍보(신규회원, 경조사등 홈페이지에 홍보)
회원가입절차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Tel 070-7858-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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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