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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내용은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1) 및 보고대상 확대2)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 K-POP과 연계한「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개최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 지원 ▲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출시 지원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3) 가입
입니다.

1)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전체 심사대상 중 50% 차지)
2) 이미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
3)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하여 국제 기준이나 시
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

식약처장, 화장품 산업 현장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

□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 그리고 내년

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및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지원계획을 논의합니다.

※ 주요 참석자 :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코스메카코리아, 유씨엘, 에이블씨엔씨, 나우코스, 코스메랩, 팜스킨, 제이랩
코스메틱, 앱솔브랩, 더스킨팩토리 대표 및 대한화장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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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됩니다.

퍼시픽, 서울 용산 소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

에서 제조업자, 연구소 등까지 확대되고,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11월 29일 화장품 산업현장(아모레

○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 아모레

3월부터

□

※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고객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소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식약처는 그동안 혁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관리자

▲기능성화장품

→

대상 확대(3종

10종)

자격요건을 기존 의 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또한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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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시아

·

화장품 뷰티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

중소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수출

10조원

2020년까지

이상을 달성하여 화장품 글로벌 강국(G2)으로 도약

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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