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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
이 연구는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분야별 실행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자치조례에 따른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뒷받침하
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뷰티산업 정책은 뷰티제조업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2013
년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6년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7년 ‘중
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대책’, ‘의약외품⋅화장품제조⋅유통관리계획 수립’으
로 이어지며 뷰티제조업 육성을 위주로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 왔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뷰티제조업체가 위치해 있고, 2012년 제정된 뷰티산업 진흥조
례를 근거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R&DB 지원, 제품개발 지원,
뷰티 박람회 지원 및 수출 지원 등 뷰티제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왔음에도 사업체들은 기술개발,
산업인프라, 해외시장 진출, 인력양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뷰티박람회 등의 정책
분야별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애로를 안고 있어 뷰티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
책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뷰티제조업 부문의 1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와 정책지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설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개 유형으로 구분한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필요성
응답률(선호도) 분포를 보면, ‘내수시장 판로확대’와 ‘수출/해외진출 확대’ 등 판매
활동과 관련된 정책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인증’
등 제품력 강화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그 다음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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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책지원 분야별 하위 세부사업에 대한 선호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와, 세부사업
전체(46개)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절대적, 상대적
선호가 높은 시책과제를 도출하였는데, ‘화장품 제품개발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홍보 및 광고 확대’,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개별기업 관점의 정책
선호도와 연구진의 정책적 관점의 중요도 판단을 종합하여 각 세부사업별 중요도
및 사업유형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연구진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하여 중
요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는 공공인프라 구축 분야의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OEM/ODM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수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뷰티신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제를 선별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통방식(자사브랜드
또는 주문자상표), 사업체규모, 수출관련성 등 사업체 특성별로 각 시책과제에 대
한 선호도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부 시책사업별 우선순위 대
상집단을 설정하는 선택적 집중 전략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치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
할 필요가 있는 시책과제를 40개로 압축 재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정책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책과제들에 대해서 배경과 필요
성, 기본방향, 실행대안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정책대안의 구성
형태는 조사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정책지원 분야별 평면적 구분방식에다 추진
체계 구축과 핵심 전략과제라는 유형을 추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40개의 시책과제를 요약해 보면, 먼저 추진체계 구축과 관
련하여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 ‘지역내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자단체의 활성화 및 역할 확대’ 등 세 가지 시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를 정책반영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평가하였다.
핵심 전략과제로는 5개의 시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관련정보의 효율적 수집⋅전달체계 구축’을 정책반영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선정
하였다. 정책수요 조사결과에서 ‘제품개발 관련 정보제공’과 ‘수출/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두 시책과제의 지원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과제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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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시책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정보제공 다음
으로 정책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핵심 전략과제는 ‘원료, 용기/포장 등 중간
투입요소 부문의 육성’이다. 화장품 완제품 부문은 진입장벽이 낮아 과밀경쟁 양상
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지원의 명분이 미흡한 데 비해, 중간투입요소 부문은 화장품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핵심 전략과제를 제외한 6개 정책지원 분야별로 총 32개의 시책과제를 제안하
였다. 각 분야별로 정책반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 시책과제로는, ‘제품 평
가/임상시험 지원’(연구개발⋅인증 분야), ‘GMP 인증 지원사업 지속’(생산체계 고
도화 분야),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내수시장 판로확대 분야), ‘원스톱 수출지원서
비스 체계 구축’(수출⋅해외진출 확대 분야), ‘우수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우량 뷰티
기업 홍보사업’ 및 ‘뷰티서비스업 종사자 기술재교육 프로그램’(인력수급 개선 분
야, 2개 시책과제), ‘화장품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동반성장 분야) 등
7개 과제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반영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시책과제로
는, ‘산학협력 등 외부자원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연구개발⋅인증 분야), ‘뷰
티업종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생산체계 고도화 분야), ‘판로개척 및 제품판매 촉
진’(내수시장 판로확대 분야), ‘영세 수출기업의 통관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강구’
(수출⋅해외진출 확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행 검토’(인력수급 개선 분야, 2개
시책과제), ‘중소기업 간 업종별/권역별 소통⋅교류 플랫폼 구축’(동반성장 분야)
등 7개 과제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책과제들이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모두 담길
수는 있으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매년 기업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재검토하여 시책사업의 선택과 배제, 그리고 우선순위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수요대
응형 정책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뷰티산업, 뷰티제조업, 뷰티서비스업, 화장품, 미용,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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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뷰티산업은 한류의 한 축을 이루며 급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뷰티산업 정책은 뷰티제조업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2013년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6년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7년 ‘중소화장품기업 수
출역량 강화대책’, ‘의약외품⋅화장품제조⋅유통관리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며 뷰
티제조업 육성을 위주로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뷰티산업의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특히 수출의존 뷰티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뷰티제조업체가 위치해 있고, 2012년 제정된
뷰티산업 진흥조례를 근거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R&DB 지원,
제품개발 지원, 뷰티 박람회 지원 및 수출 지원 등 뷰티제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충북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
단위의 뷰티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분야별 실행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경기도 관련조례에 따른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
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최대의 뷰티생산거점
인 경기도에서 독자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뷰티산
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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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티산업의 정의

뷰티산업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연구기관, 기타 의원발의 뷰티산업진흥법 등 다양
한 주체들이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또는
기관마다 그 정의와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1)
주체별로 뷰티산업의 정의 및 범위가 다르나 뷰티산업의 범위를 종합해보면
크게 뷰티제조업, 뷰티서비스업, 뷰티연관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뷰티제조업은 뷰티서비스 제공시 사용되는 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등의 제
조, 생산, 개발과 관련된 산업, 뷰티서비스산업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뷰티연관산
업은 의료, 패션, 식품, 관광, 문화, 쇼핑 등과 같이 뷰티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2)
지자체별 뷰티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뷰티산업을 이용업
⋅미용업과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제주는 화장품만을 뷰티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경남은 이용업⋅미용업만을 뷰티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뷰티제조업과 뷰티연관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와 중복되는 정도가 높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뷰티산업의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설정하였는데 그 범위는 다음
과 같다.

▶ 뷰티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분류코드: 20433)

▶ 뷰티서비스업
- 이용업(분류코드: 96111)
- 두발미용업(분류코드: 96112)
- 피부미용업(분류코드: 96113)
- 기타미용업(분류코드: 96119)
1) 충청북도(2014).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안인환 외(2011). “뷰티테마(산업)단지 지정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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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자체별 뷰티산업 정의
구분

경기

인천

충북

제주

대구

대전

광주

경남

부산

뷰티산업 정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 이용업⋅미용업과 피부관리, 헬스케어 등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
∙ 화장품⋅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화장품
∙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 이용업⋅미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 화장품⋅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사
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
∙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 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

자료 : 각 지자체 뷰티산업 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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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의 현황
제1절 경기도 뷰티산업의 현황과 변화추이
1. 뷰티제조업의 현황과 변화추이
1) 국가별 화장품 시장규모
2015년 기준 전 세계 화장품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천 5백억 달러이고, 이
중 상위 14개국의 시장규모가 전체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5억
달러(한화로 약 8조 6천억) 수준으로 시장규모는 상위 14개국 중 9위에 해당하며
시장점유율은 3%에 해당한다. 2011년~2015년까지의 우리나라는 연평균 4.3%
성장했으며 인구규모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큰 시장으로 파악된다.
<표 2-1>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1
국가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러시아
스페인
멕시코
캐나다
인도

금액
33,812
18,961
21,192
14,007
10,380
13,049
10,339
9,378
6,383
6,030
6,419
4,974
4,940
2,998

2012
점유
율
15.9
8.9
10
6.6
4.9
6.2
4.9
4.4
3
2.8
3
2.3
2.3
1.4

금액
34,494
20,764
21,516
14,193
11,178
13,292
10,689
9,540
6,574
6,330
6,421
5,227
5,090
3,354

2013
점유
율
15.7
9.4
9.8
6.4
5.1
6
4.9
4.3
3
2.9
2.9
2.4
2.3
1.5

금액
35,378
22,753
21,727
14,498
11,989
13,517
11,016
9,651
6,838
6,689
6,448
5,469
5,234
3,756

2014
점유
율
15.5
9.9
9.5
6.3
5.2
5.9
4.8
4.2
3
2.9
2.8
2.4
2.3
1.6

금액
36,225
25,128
21,878
14,846
13,023
13,782
11,396
9,851
7,158
7,076
6,515
5,753
5,412
4,267

점유
율
15.2
10.5
9.2
6.2
5.5
5.8
4.8
4.1
3
3
2.7
2.4
2.3
1.8

(단위 : 백만불, %)
2015(E)
성장률
점유 ('11~
금액
율
'15)
37,056 14.8
2.3
27,739 11.1
10
22,105
8.9
1.1
15,150
6.1
2
14,365
5.8
8.5
14,089
5.6
1.9
11,758
4.7
3.3
10,034
4
1.7
7,558
3
4.3
7,488
3
5.6
6,592
2.6
0.7
6,027
2.4
4.9
5,601
2.2
3.2
4,859
1.9
12.8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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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명

금액

2012
점유
율

금액

2013
점유
율

금액

2014
점유
율

금액

점유
율

상위14
162,862 76.6 168,662 76.6 174,963 76.3 182,310 76.5
개국
212,327
220,357
228,978
238,964
총47개국
자료 : 주간코스메틱(2017). 화장품미용연감, pp198

(단위 : 백만불, %)
2015(E)
성장률
점유 ('11~
금액
율
'15)
190,421

76.1

249,882

4.0
4.2

2) 한국 화장품 제조업의 현황
(1) 생산규모
2015년 기준 국내 화장품 생산금액은 약 10조 7천억원이며 생산량은 약 69억
개이다. 2011년~2015년까지 생산금액은 연평균 13.9% 성장했으며, 생산량은
12.3%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 GDP 대비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변화
(단위 : 십억원, 백만개,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각년도). 생산실적자료;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 국내 총생산액 대비 화
장품산업 총생산 비중

(2) 무역수지(수출, 수입)
2015년 기준 수출액은 약 2조 9천억원이며 수입액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화
장품 무역에서는 약 1조 6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다. 수출과 무역수지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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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평균 성장률은 각각 35.3%, 84.6%로 국내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13년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3)을 발표하며 화
장품 산업을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해 온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림 2-2> 국내 화장품 무역수지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3)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중국(홍콩포함)이
63.9%, 미국 8.2%, 대만 4.8%, 일본 4.7% 순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화장품 통관절차 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 수출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고려할 국가로는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년에 비해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미국(54.5%)이나 프랑스
(158.8%) 등이 있다. 수출국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3) 국내 화장품산업을 글로벌 Top7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
음.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글로벌 제품 및 창조기술 개발 ②산업육성인프라 확충 ③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④규제 제도 선진화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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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전히 높으므로 수출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 관련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할랄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전체 할랄화장품
시장은 800억 달러 규모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52억 달러), 터키(29억
달러), 인도네시아(21억 달러), 이란(21억 달러), 말레이시아(15억 달러), 아랍에
미리트(13억 달러) 순이었다.”4)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2014
년 기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5),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의 수출 점유
율은 3.9%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2015년에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우리나라의 주요 화장품 수출대상국
(단위 : 천불, %)
2014년
순위

국가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금액

2015년
점유율

국가명

중국
581,708
31.0
중국
홍콩
410,752
21.9
홍콩
미국
154,130
8.2
미국
일본
144,727
7.7
대만
대만
125,201
6.7
일본
태국
86,982
4.6
태국
싱가포르
47,945
2.6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4,941
2.4
베트남
베트남
43,896
2.3
말레이시아
러시아
37,628
2.0
러시아
호주
29,634
1.6
호주
몽골
13,291
0.7
프랑스
인도네시아
12,489
0.7
인도네시아
필리핀
11,809
0.6
필리핀
캐나다
11,436
0.6
미얀마
8,113
0.4
이란
몽골
7,843
0.4
독일
캐나다
7,524
0.4
아랍에미리트
카자흐
7,287
0.4
영국
마카오
7,108
0.4
미얀마
독일
79,126
4.2
기타(113개국)
기타(110개국)
1,873,570
100.0
총계(133개국)
총계(130개국)
자료 : 주간코스메틱(2017). 화장품미용연감, pp141

점유율

1,172,166
687,200
238,084
139,419
137,788
93,321
65,737
53,656
47,989
35,591
31,588
14,477
13,071
13,008
12,938

10,548

40.3
23.6
8.2
4.8
4.7
3.2
2.3
1.8
1.6
1.2
1.1
0.5
0.4
0.4
0.4
0.4
0.4
0.4

9,658

0.3

44.6

9,082

0.3

15.8

102,493

3.5

29.5

2,910,136

100.0

55.3

11,207
11,115

4) “할랄화장품 시장 진출, 바로 지금이 적기다”, 약업닷컴(2016.09.28.)
5)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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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율
101.5
67.3
54.5
11.4
-4.8
7.3
37.1
22.2
6.8
-5.4
6.6
158.8
4.7
10.2
82.0

금액

-15.7
-2.8
89.1

3)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현황
(1) 사업체수
2017년 5월말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전국의 화장품제조업체수는
2,001개이며 화장품제조판매업체수는 9,026개이다. 최근 6년 동안의 자료를 보
면, 전국의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체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39.1%, 82.0%이
며 경기도는 각각 45.6%, 85.1%이다. 경기도의 화장품업체 수가 전국 평균이 비
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연도별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사업체수
(단위 : 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시도별로 보면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
천)에 위치해 있는데 각각의 비중은 각각 67.4%, 79.9%에 달한다. 화장품제조업
체는 경기도에 787개(39.3%)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제조판매업체는
서울이 2,386개(47.8%)로 가장 많다.
<그림 2-4> 시⋅도별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사업체수(2017.5)
(단위 : 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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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시⋅군별로 보면, 화장품 제조업은 부천시에 83개(10.5%)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시 76개(9.7%), 화성시 74개(9.4%) 순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성남시 393개(16.5%), 고양시 290개(12.2%), 부천시 210개
(8.8%)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2-5> 경기도 시⋅군별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사업체수(2017.5)
(단위 : 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화장품 제조업체의 수는
954개이다. 전국사업체조사와 식약처에 공개된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385
개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화장품 제조가 주력사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식약
처에는 등록되었지만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표시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된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도의 화장품제조업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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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9개이며 2010~2014년까지 연평균 11.5% 성장했다.

<그림 2-6> 연도별 화장품 제조업 사업체수(전국사업체조사)
(단위 : 개)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전국사업체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
체수는 경기도가 349개(36.6%)로 가장 많으며 인천 136개(14.3%), 서울 126개
(13.2%) 순으로 수도권에 64.0%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별로는 부천시 69
개(19.8%), 성남시 42개(12.0%), 화성시 23개(6.6%) 순으로 많다.
<그림 2-7> 시도별, 시군별 화장품 제조업 사업체수(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 개)

자료 : 통계청(2015).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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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수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은 종사자수에서도 나타난다. 화장품 산업
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사자수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화장품 제조업 종
사자수는 6,460명으로 전국 화장품제조업 종사자수의 약 1/3을 차지(36.5%)하고
있고 2010~2014년까지 연평균 17.3%가 증가했을 정도로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의 위상은 높다. 경기도 전체 제조업에서 화장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3%
로 경기도내에서의 비중6)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2010년 경기도 화장품
제조업 종사자수는 3,471명에서 2014년 6,460명으로 2010년 대비 86.1%
(2,989명)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훨씬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표 2-3> 연도별 화장품 제조업 종사자수(전국사업체조사)

전국제조업
전국화장품
제조업
비중
경기제조업
경기화장품
제조업
비중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3,417,698

3,587,482

3,715,162

3,802,218

3,957,394

3.7

10,762

13,363

14,288

15,138

17,679

13.5

0.31

0.37

0.38

0.40

0.45

-

1,036,355

1,087,312

1,135,569

1,151,475

1,208,904

3.9

3,471

4,651

5,236

5,405

6,460

17.3

0.33

0.43

0.46

0.47

0.53

-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전국 17개 시⋅도별로 화장품 제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6,460
명(36.5%)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 2,873명(16.3%), 충북 2,603명(14.7%), 충남
1,468명(8.3%), 서울 1,184명(6.7%)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로는 화성시에 화장품제조업의 종사자수가 1,209명(18.7%)
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천시 1,045명(16.2%), 오산시 736명(11.4%), 성남시 443
명(6.9%) 순이다. 업체당 종사자수로 보면 오산시가 105.1명으로 가장 많고 연천
군 55명, 화성시 52.6명, 안성시 31.7명 순으로 많다. 오산시의 업체당 종사자수가
6)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경기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이며,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6.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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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이유로는 오산시가 2010년 8월부터 추진했던 뷰티코스매틱밸리 조성사
업으로 인해 가장산업단지 내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8> 시도별 화장품 제조업 종사자수(2014)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15).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9> 시군별 화장품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2014)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15).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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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티서비스업의 현황과 변화추이
1) 시장규모
(1) 전국
2014년 기준 전국의 뷰티서비스업 매출액은 약 5조 7천억원으로, 세부업종별
로는 두발미용업이 약 4조 2천억원(74.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피부미용업 약 7천 9백억원(13.7%), 네일 등 기타미용업 약 3천 8백억원
(6.7%), 이용업 약 3천 1백억원(5.4%) 순이다.
2006년~2014년까지 뷰티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5.4% 증가하였는데
특히 네일아트나 페디큐어와 같은 기타미용업이 연평균 21.1% 증가하여 가장 크
게 성장했고 이용업은 5.4% 감소하였다.
<그림 2-10> 전국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각년도). ｢서비스업조사｣;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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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뷰티서비스업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두발미용
업이 약 9천 1백억원(7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업
약 1천 9백억원(15.3%), 네일 등 기타미용업 약 8백 7십억원(7.0%), 이용업 약
5백 9십억원(4.7%) 순이다.
뷰티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 두발미용업
5.9%, 피부미용업 5.1%, 기타미용업 2.8% 증가했고, 이용업은 1.3% 감소하였다.
뷰티서비스업의 업체당매출액은 2014년 기준 피부미용업이 5,637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미용업 4,977만원, 두발미용업 4,894만원, 이용업 2,075만원 순이
다.
<표 2-4> 경기도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뷰티서비스업 합계

2013년
매출액
60,024
865,904
183,234
84,911
1,194,073

2014년
매출액
59,272
916,597
192,630
87,293
1,255,792

비중
4.7
73.0
15.3
7.0
100

전년대비
증감율
-1.3
5.9
5.1
2.8
5.2

업체당 매출액
2013
2014
20.70
20.75
47.43
48.94
54.52
56.37
54.71
49.77
45.80
46.93

자료 : 통계청(각년도). ｢서비스업조사｣

2) 전국 뷰티서비스업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
(1) 사업체수
2014년 기준 전국 뷰티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129,484개로 두발미용업이
68.7%의 비중으로 가장 많으며 이용업 13.3%, 피부미용업 12.1%, 기타미용업
5.9% 순으로 많다. 경기도 뷰티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26,756개(전국의 20.7%)
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7) 경기도 뷰티서비스업의 업종별 사업체수는 두발미용업이
70.0%로 가장 많으며 피부미용업 12.8%, 이용업 10.7%, 기타미용업 6.6% 순이
다.
7) 서울(24,350개, 18.8%), 부산(10,048개, 7.8%), 경남(8,842개, 6.8%), 경북(8,842개, 5.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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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4년까지 전국의 뷰티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추이를 보면 두발미용
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기타미용업의 경우 9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21.2%로 사업
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피부미용업의 경우 2012년까지는 빠르게 사업체수가 증
가하다가 2013년부터는 증가폭이 줄어들었지만 2006년~201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9%로 기타미용업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한 업종이다.
경기도 뷰티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추이를 보면 전국과 비슷하게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업은 감소하는 추
세로 나타났다.
<그림 2-11> 연도별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시⋅도별로 보면 뷰티서비스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이용업(2,856개), 두발미용업(18,729개), 피부미용업(3,417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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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가 가장 많으며 기타미용업의 경우 서울이 1,754개로 가장 많다.
<그림 2-12> 시도별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수(2014)
(단위 : 개)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자료 : 통계청(2015). ｢전국사업체조사｣

경기도 뷰티서비스업은 대도시(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원시에는 이용업(294개, 10.3%), 두발미용업(1983
개, 10.6%), 피부미용업(363개, 10.6%)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기타미용업은
성남시(218개, 12.4%)에 가장 많은 사업체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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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시군별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 수(2014)
(단위 : 개)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자료 : 통계청(2015).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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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수
2014년 기준 전국 뷰티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199,194명으로 두발미용업이
70.4%의 비중으로 가장 많으며 피부미용업 12.8%, 이용업 10.2%, 기타미용업
6.6%순으로 많다.
경기도 뷰티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43,362명(전국의 21.8%)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8) 세부 업종별로는 두발미용업이 31,189명(전국의 71.9%)으로
가장 많으며 피부미용업 5,633명(전국의 13.0%), 이용업 3,400명(전국의 7.8%),
기타미용업 3,140명(전국의 7.2%) 순으로 많다.
2006년~2014년까지 전국의 뷰티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추이를 보면 두발미용
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기타미용업의 경우 9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종사
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피부미용업의 경우 2012년까지는 빠르게 종사자수가 증
가하다가 2013년부터는 증가폭이 줄어들었지만 2006년~201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8.3%로 기타미용업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한 업종이다.
경기도 뷰티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추이를 보면 전국과 비슷하게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업은 감소하는 추
세로 나타났다.
<그림 2-14> 연도별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자수
(단위 : 개)

<이용업>

<두발미용업>

8) 서울(47,171명, 23.7%), 부산(15,621명, 7.8%), 경남(1,1949명, 6.0%), 대구(10,569명, 5.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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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5> 전국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자수(2014)
(단위 : 개)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자료 : 통계청(2014). ｢서비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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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티서비스업의 단위 사업체 특성
전국 뷰티서비스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2014년 기준 기타미용업이 5,078만원
으로 가장 높으며 피부미용업 5,068만원, 두발미용업 4,818만원, 이용업 1,820만
원 순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업체당 매출액 추세는 두발미용업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의 경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6~2014년까지의
연평균 업체당 매출액은 두발미용업만 3.42% 증가하였고, 이용업 2.79%, 피부미
용업 0.78%, 기타미용업 0.11%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16> 전국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업체당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각년도). ｢서비스업조사｣;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뷰티서비스업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두발미용업을 제외하면 모두 지속적인 감
소추세이며 2014년기준 이용업 1.2명, 두발미용업 1.6명, 피부미용업 1.6명, 기타
미용업 1.7명으로 업체규모는 영세하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뷰티서비스업의 종사자당 매출액 추이를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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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등락은 있었지만 상승 추세를 보인다.
<그림 2-17> 연도별 뷰티서비스업 업체당 종사자수
(단위 : 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8> 전국 뷰티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자당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각년도). ｢서비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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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뷰티산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현황분석 요약 및 시사점
정부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
등 여러 노력으로 인해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판매업체의 수, 생산규모 및 무역수
지 등 여러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 뷰티제조업

① 수도권에서 제조판매업체가 제조업체보다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OEM과 ODM 생산방식으로 인해
제조업체보다 제조판매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서
울, 경기,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787개, 39.3%) 제조판매업체는 서울(2,386개, 47.8%)
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화장품 제조업은 부천, 성남, 화성, 오산시에 주로 집중
경기도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부천시(83개 10.5%), 성남시(76개, 9.7%), 화
성시(74개, 9.4%)에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는 화성
시(1,209명, 18.7%), 부천시(1,045명, 16.2%), 오산시(736명, 11.4%)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의 경우 대기업을 ‘가장산업단지’내로 유치하며 종사자수
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③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
무역수지의 경우 수출이 2011년~2015년까지 연평균 84.6%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중국에 크게 의존(63.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2) 뷰티서비스업
전국의 뷰티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고려했을 때
제2장 뷰티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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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을 제외한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
고 있다. 특히 기타미용업과 피부미용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외형적인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체당 매출액, 업체당 종사자수, 종사자
당 매출액을 고려하면 아직은 대부분 영세하며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① 기타미용업과 피부미용업의 점포과밀 심화
기타미용업의 경우 업체당 매출액은 2006~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
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하락추세에 있다. 반면 기타미용업의 사업체수는 2006
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2%가 증가했는데 사업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업체당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업체당
종사자수 역시 연평균 4.0% 감소하고 있고 종사자당 매출액은 높아진 점도 점포과
밀 상태를 말해 준다.
피부미용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기타미용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06~2009년까지는 상승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감소하였다. 사업체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2012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었으
며 2006~201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8.3%이다. 또한 업체당 종사자수는 연
평균 2.3% 감소했고 종사자당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미용업과 마찬
가지로 점포과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규모화 추세
두발미용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업체당 매출액과 업체당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발미용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로는 타 업종과는 다르게 프랜차이즈 방식
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브랜드를 활용하는 프랜차
이즈의 특성상 신규 두발미용업체의 경우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 고
용이 안정되므로 타 업종과는 다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립점 형태의 경영구조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등 규모화를 통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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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티산업 실태와 발전과제(선행연구 검토)

(1)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뷰티서비스업에서 미용업의 경우 “미용업체의 약 97%의 기업이 영세하며 정
확한 통계치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연매출 1억 이하, 직원 4인 이하로 파악”9)된다.
미용업체들이 영세한 이유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체의 경우 영업장
에 면허증을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움을 예로 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뷰티서비스업체들의 규모는 영세화되고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 법률 체계 미흡
법률 체계 미흡은 미용기기에 대한 체계 미흡, 융복합 관련 법률체계 미흡,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확대 필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뷰티서비스업 관련 법률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용기기(고⋅저주파 자극기)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영업을 하
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융복합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점으로 신명자(2014)는 뷰티헬스산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용업과 미용업을 규제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은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법규 중심이어서 뷰티헬스산업의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뷰티헬스 관련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항목 간소화,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대상에서 포장⋅표
시 공정만 하는 자 제외, IT헬스 융합 의료기기 제조 및 활용 등 여러 제도개선
과제들이 해소되지 않아 뷰티헬스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10)

9) 신명자(2014).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10) 장태종⋅박훈(2016). “뷰티산업과 헬스산업의 융복합 문제 연구”, 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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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
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보고서 제출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일부개정안을 2014년
9월에 고시한 바 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대상에서 포장⋅표시 공정만 하는 자에 대해 기존의 화장
품법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7년 2월부터 화장품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확대는 화장품법이 제정된 2000년 당시부터 피부의 미
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
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 유형에 한해서
만 인정됐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와 같은 제한은 국제 분류와 일반
소비자 인식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염모’, ‘탈염
⋅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
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은 올해 5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11)

(3) 인프라 부족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뷰티의료와 관광을 결
합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온천연계 상품이
나 태국의 타이마사지와 같은 뷰티서비스자원과 천연관광자원을 융합한 관광 상품
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약하
다.”12)
화장품 수출의 경우, 해외바이어들의 요청13)에 의해서 해외 수출용 제품은 반
학회.
1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8호
12) 지연⋅신세영(2015). “한국의료관광서비스와 연계한 뷰티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대한관광경영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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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GMP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GMP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약 10~50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14)되므로 대부분 영세규
모인 화장품 중소기업은 GMP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4) 원료⋅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천연원료 선호도 증가 및 기능성 원료 활용도의 증가로 원료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고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15)로 해외 생물자원 이용시 자원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017)에 따르면 “화
장품 원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16)하고 있어 한국적 원료 발굴 및 소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유통 및 마케팅 역량 부족
유통 및 마케팅 부족 문제는 중소기업의 유통판매 채널 부족, 브랜드 지식재산
권 보호, 해외진출 관련 지원인프라 부족과 관련된 문제가 대표적이다.
유통판매 채널 부족 문제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의 텃밭이었던 “온라인과 홈쇼
핑 등이 최근 들어 대기업들 위주로 재편, 높은 수수료율 책정, 초기 투자비용 증가
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17)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
서는 중소기업의 유통판매 채널 확보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운영하며 중소업체 제품
의 유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어울’이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들의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 브랜드 모조품이 중국에서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침해조사 자료를 갖추어 현지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중소

13) EU는 2013년 7월부터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ISO 기준을 적용한 GMP를 의무화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도 화장품 제조시 GMP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14) 산업연구원(2015).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pp63.
15)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2016년 12월
5일까지 91개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물자원 소재지국인 중국도
2016년 9월부터 동 협약이 발효되었다.
16) 한국수출입은행(2017).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화 연구, pp44에서 인용
17) 산업연구원(2015).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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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비용부담과 정보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K-Brand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활동은 중국 중심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원 지역과 예산확대가 필요”18)하다.
해외진출 관련 문제로는 중국 수출시 국내업체에게 현지의 위생허가 절차, 수
출입 통관절차, 현지 마케팅 정보제공 등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역할을 해 줄 만한
업체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19)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원스
톱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장품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중
국의 현지정보 파악, 인허가 관련 업체 알선, 위조품 현황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
현지유통판매량 조사분석, 비즈니스미팅을 위한 공간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이다.
(6) 인력수급 문제
우리나라 뷰티 관련 교육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교과과정이 실습과 현장중심의
과목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년제 학부 뷰티 관련 학과
의 교과과정은 뷰티케어서비스 분야(헤어, 피부, 네일, 분장, 패션, 마사지, 테라피,
토털 디자인, 메이크업 등)의 비중이 전체 교과과정의 50.2%로서 매우 높고, 화장
품과학 분야(미용의학, 화장품재료과학, 피부생리학, 화장품제조 및 분석 등)가 전
체 교과과정의 22.0%를 차지”20)하고 있어 뷰티케어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4년제 학부 및 대학원의 교과과정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용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면허증을 자동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질 낮은 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인력의 질적 저하는
‘낮은 생산성 → 낮은 처우 → 높은 이직률 → 구인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전
문가 중심의 기존 인력 기술 재교육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21)

18) 한국수출입은행(2017).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화 연구, pp42에서 인용
19) “K-뷰티 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내용 중 일부 발췌, 전혜숙 국회의원(2017.4.26.)
20) Longchun Li⋅안춘순⋅Lkhagva Narantuya⋅박선화⋅조설(2016). “국내 뷰티 관련 고등교육 프로그램
의 현황 및 교과과정 조사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pp237, 한국의류학회.
21) 신기동 외(2014). “경기도 뷰티산업 실태와 발전과제”, pp70,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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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복합 산업화 노력 부족
한류열풍으로 인한 해외관광객의 증가와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뷰티산업과 연
계한 융복합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뷰티산업과 관광, 헬스, IT 산업
을 접목한 융복합 분야 관련 연구들은 미흡했으며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융복합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융복합 관련 기존문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융복합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관한 연구부족과 융복합 관련 인프라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융복합 관련 기술이나 산업과 관련하여 “뷰티관광과 관련하여 한국방문객들
(중국인)에 대한 니즈파악과 소비자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 강조”22)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의 조건은 우
수하지만 “마케팅 부족, 환자유치와 광고에 대한 규제, 빈약한 관광인프라, 언어소
통문제, 의료분쟁 조정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23)
<표 2-5> 뷰티산업의 실태와 발전과제(선행연구 요약)
구분

문제점

양극화
심화

∙ ｢공중위생관리법상｣ 1인 1영업소 제도로 인한 뷰티서비스업의 규모의 영세성 문
제, 이⋅미용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 미용기기(고⋅저주파 자극기)에 대한 기준⋅체계 부족
∙ 융복합 관련 뷰티진흥법이 필요(규제성격의 공중위생관리법만 존재)
∙ 융복합 관련(의료(뷰티)+관광, 뷰티+헬스, 뷰티+IT 등) 기술이나 산업 법률 체
계 미흡
∙ 뷰티헬스 관련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항목 간소화,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대상에서 포장⋅표시 공정만 하는 자 제외
∙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세 가지만의 기능성 화
장품을 인정하고 있음è기능성 화장품 분야 확대 필요
∙ 뷰티의료관광의 경우 마케팅 부족, 환자유치와 광고에 대한 규제, 빈약한 관광인
프라, 언어소통문제, 의료분쟁 조정시스템 미약
∙ 뷰티서비스의 타 산업(의료, 관광, 쇼핑, 음식 등)과 연계 부족
∙ 중소제조업체의 GMP 시설 구축 미비로 수출제품 신뢰도 저하

법률 체계
미흡

인프라
부족

표 계속

22) 오강수 외(2015). “중국인의 뷰티관광에 대한 인식 및 체험 시 중요 요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
자인문화학회.
23) 지연⋅신세영(2015). “한국의료관광서비스와 연계한 뷰티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대한관광경영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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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유통 및
마케팅
역량 부족

인력수급
문제

융복합
산업화
노력 부족

34

문제점
∙ 천연원료 선호도 및 기능성 원료 활용 증가로 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화장품 원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
∙
∙
∙
∙
∙
∙
∙
∙
∙

중소기업의 유통 진입을 위한 투자비용 한계, 유통판매 채널 부재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필요
뷰티산업체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 미비(현지 시장정보), 해외 마케팅 미흡
뷰티산업 홍보 및 마케팅,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 최고경영자 양성 과정 등 해외진
출과 관련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부족
뷰티교육 과정에서 대학-대학원의 교과과정 차별화 필요, 뷰티케어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미용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면허증을 자동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질 낮은 인력이 양성되고 있음
이⋅미용업계의 인력 미스매치, 전문인력 유치 어려움
뷰티관광에 대한 연구부족(한국방문객들(중국인)에 대한 니즈파악, 마케팅 문제
등)
융복합 관련(의료(뷰티)+관광, 뷰티+헬스, 뷰티+IT 등) 기술이나 산업에 관한
연구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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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뷰티산업 관련 법규
1. 뷰티산업 관련 법률
1) 화장품법
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으로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화장품법에서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조판매업자의 의
무 등 화장품의 제조⋅유통에 관련된 법률과 화장품 안전기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 등 화장품의 취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표 3-1> 화장품법 주요내용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2절 표시⋅광고⋅취
급
제3절 제조⋅수입⋅판
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
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7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9조(안전용기⋅포장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
(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
지),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7조(설립)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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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내용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검사명령),
제21조(삭제), 제22조(개수명령),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제
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25조(삭제), 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제27
조(청문), 제28조(과징금처분),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
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벌칙)~제40조(과태료)

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영업에는 이용업⋅미용업을 포함하여 숙박업, 목욕
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이 포함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
관리의무,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위생교육 등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제4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제8
조에 의하면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이 없으면 이⋅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면허
증은 대여가 불가능하며 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자격증 소지자가 복수의 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로막고 있어 사업
의 확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
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미용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
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24).
미용기기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김기선 의원 외 10인은 미용기기에 대한

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외 10인 발의안(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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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용업의 유형을 정
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의료계에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25) 또한 “해외 수출 시 의료기기로
등록⋅수출됨에 따라 일반기기보다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26)

<표 3-2> 공중위생관리법 주요내용
구분

제2조(정의)

내용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
름답게 꾸미는 영업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3항 이용업을
하는 자는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제1호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
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2호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제3호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제4항 미용업을
하는 자는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제1호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
용을 할 것
제2호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
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3호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이용사 또
는 미용사가 되고
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의 면허를 받
아야 함

제1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
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제2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호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
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표 계속

25)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둔갑 반대”, 메디컬옵져버(2016.12.21.)
26) 충청북도(2014).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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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거나 6월 이내의 제2호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기간을 정하여 면 제3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허를 정지할 수
있음
제1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
제8조(이용사 및 미
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
용사의 업무범위 등)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 감독
제2항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
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
시행령 제4조(숙박업
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및 미용업의 세분)
다.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
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2. 지자체의 뷰티산업 진흥조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 충북 등 12곳이
다. 2012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으며 2015년 이후 8곳의 지자체
가 진흥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3-3> 지자체 뷰티산업 진흥 조례 현황
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남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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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12.11.6
2013.10.2
2013.10.31
2014.6.27
2015.11.2
2015.11.4
2015.12.9
표 계속

지역
조례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정일
2015.12.18
2016.3.1
2016.6.3
2016.8.4
2017.1.4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①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②전문인력 양성, ③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④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한 행사개최,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 정보제공, ⑤우수뷰티사업
자 및 우수뷰티제품의 지정⋅표시, ⑥뷰티테마단지 조성, ⑦뷰티산업진흥위원회
및 뷰티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른 지자체의 뷰티산업 진흥조
례도 경기도와 유사하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는 타 지자체의 진흥조례보다 불법복제품의 유통방
지,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마련, 뷰티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경비
지원 등 타 지자체에는 없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표 3-4> 지자체 뷰티산업 진흥조례 주요내용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뷰티박람회
인력양성
뷰티산업 실태조사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뷰티지원 시설 건립
뷰티산업(테마)단지
뷰티산업진흥센터
종합지원센터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지자체
대구, 광주, 제주,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청주
대구, 광주, 제주, 경기, 부산, 인천, 남원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제주,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충북, 대전
대구, 광주, 제주, 경기, 경남, 대전, 남원
대구, 광주, 제주, 경기, 부산, 인천, 충북, 남원
광주, 인천,
제주, 경기, 경남, 청주, 대전, 남원
제주, 경남, 대전
경기, 인천, 충북, 남원
경기
충북
남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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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뷰티산업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지식재산권(뷰티산업제품) 보호시책 마련
화장품 인증제도 관련 운영비용, 홍보비용, 화장
품인증심사⋅관리 수수료
우수뷰티사업자⋅우수뷰티산업제품⋅선도뷰티
업체의 지정⋅표시
해외뷰티관광객,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기업, 기관 및 단체 지원
뷰티,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
용 일부 지원
뷰티, 화장품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상품 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뷰티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영세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취약계
층을 위한 봉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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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주, 제주,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청주, 대전
경기
경기
제주
광주, 경기, 인천
경기, 충북

제주, 경기, 남원

제주, 경기, 남원

경기
경기

제2절 정부의 뷰티산업 정책동향
우리나라의 뷰티산업 정책은 크게 뷰티서비스업 관련 정책과 뷰티제조업(화장
품 중심) 관련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뷰티서비스업 관련 정책은 2009년에 발표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유일하며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화장품 관련 정책들
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볼 때 정부는 뷰티제조업을 더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정부의 뷰티산업 정책 추이
시기

정부정책

2009.10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0.1

보건복지부 산하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

2013.9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6.7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2016.9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주요 내용
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뷰티산업을 고급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미용기기 제도 정비, 학원 설립기준 현실
화, 이중제재 정비 등 법⋅제도 정비와 프랜차이즈 육성 등
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규모화, 우수기업 발굴⋅육성, 인프
라 확충, 제조업⋅서비스간 연계⋅육성 등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
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09년 10월 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자리 창
출 등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뷰티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을 책정,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산업을 글로
벌 Top7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첨단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처간 공동협력 및 산⋅학⋅연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을 마련
글로벌 제품 및 창조기술 개발, 산업육성인프라 확충,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규제 제도 선진화로 구성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리미엄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
선을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체계 등을 마련하고 수출 정보 및 애로상담 창구 개설,
위생허가 교육과정 신설 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항노화, 감
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투자신설,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 화장품 원료 전문 우수기업 지정, 화장품 포장공간 비
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
램 운영, K-뷰티 문화체험관 확대 등 현지 체험⋅홍보를 강
화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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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부정책

2017.1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대책

2017.1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
포, 수출절차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실시간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등 배합한도 원료 함유 화장품, 계절별 다빈도사용 품목 등
모니터링,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온라인(SNS 등) 불법 유통 점검 병행

1. 뷰티제조업 관련 정책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정책은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대책’, ‘의약외
품⋅화장품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정책들이 있다. 각 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유사한 정책들이 많으며 이를 분류하면 R&D 투자확대 및 효율
화, 산업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력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
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정부정책을 살
펴보면 특히 제품⋅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제품⋅기술개발 분야 중에서 항노
화, 천연 유기농 등 기능성 소재(원료) 및 제품 개발이나 용기⋅디자인개발 관련
내용이 많다.
그런데 뷰티제조업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인터뷰 조사결과, 정부의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원정책은 약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제품⋅기술개발을 강조
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품⋅소재 등 연구⋅기술개발에 관련된 지원 보다는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 임상시험비 지원, 임상시험기관 확대 등 간접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장품 판매시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과 기능은 화장품을 보다 고급스럽
게 어필하는 수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구매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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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용기 디자인에 지원에 대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용기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따라서 용기의 기능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용기개발에 필요한 높은 금형
제작 비용을 보조해줄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6> 화장품 및 용기 기술개발 관련 인터뷰 내용
∙ “화장품 용기 관련하여 자사만의 디자인이 있으나 국내용기 관련 제조업체는 금형기술이 부족
하고 질감, 색상 등을 재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를 포함한 펌프, 스프레이 등
포장재들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고 품질이 해외(중국)업체보다 좋지 않네요. 따라서 해외 용기업
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국내의 용기관련
회사는 1~2개 정도로 기능성용기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기도가 용기업체를 지원한다면 특허까지만 지원하고 양산은 용기업체에 맡기는 방식으
로 지원이 필요합니다.”-화장품 관련 대기업A
∙ “자사의 제품 기술력을 훌륭하다고 자부하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특허
관련하여 외부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독자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용기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금형개발이 필수적이나 비용 부담이 커서 부담이 됩니다.”
-화장품 관련 중기업B
∙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서를 작성할 인력이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기업C
∙ “법률상 원료 함유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배합률(1:10의 배합, 1:1000의 배합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원료의 함유량은 적지만 함유량이 다량 포함된 것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해요”-원료 관련 중기업D
∙ “특허 지원비를 위한 지원에서 지자체 검토 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려 중도 포기한 적이 있습니
다. 따라서 지자체가 검토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한 임상시험시
건당 2~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50%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분석을 의뢰
할 기관이 적으므로 시험분석장비를 갖춘 대학교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원료 관련 소기
업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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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관련정책 주요내용
구분

제품⋅
기술
개발
(소재,
원료)

제품⋅
기술
개발
(용기⋅
디자인)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
개선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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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책

∙ 기술 공백 및 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소재(원료), 용기⋅포
장, 효능 평가 등 기초 R&D지원분야 발굴)
∙ 학계⋅연구기관 중심 융합 기반연구 및 연구개발 저변 확대
∙ 노화지연 신물질 개발 타겟 지표 발굴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피부과학 원천기술(노화원인 규명 등)과 수요가
증가하는 항노화 제품의 원천 소재 개발을 위한 신규 R&D 지원
∙ 자연에서 유래하는 천연 소재 발굴을 위한 R&D를 지원해 감성적⋅심
미적 만족감을 주는 감성화장품 개발 촉진
∙ 천연 유기농 화장품과 할랄인증을 접목한 제품 개발 지원 등
∙ 화장품 원료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원료 전문 우수기업을 지정하
고, 기능성 원료 개발 및 효능 입증⋅실용화 지원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 기술 공백 및 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소재(원료), 용기⋅포
장, 효능 평가 등 기초 R&D지원분야 발굴)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 용기⋅디자인 개발 지원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미용용품⋅용기⋅디자인 등 개발 지원 추진
및 화장품 디자인 은행 구축
∙ 화장품이 피부에 미치는 효능을 극대화하는 미용용품⋅기기 및 화장
품 용기 개발, 디자인 설계⋅개발 및 금형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
원 검토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 포장디자인의 다양화⋅고급화를 위해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을 10～
25%에서 35%로 개선 (‘16.9월) <환경부>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 민간 R&D 투자 비율을 생산규모 대비 4%수준으로 확대(‘10년
2.3%, ‘15년 3.5%, ‘20년 4.0%)
∙ 민간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새로
운 창조 기술 분야 및 기반기술 혁신에 중점 투자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주요 완제품 업체
의 수요에 기반한 OEM⋅ODM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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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인프라 확충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27) 시설 구축
과 관련하여 실험시설 미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및 함량시험 분석 검사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품질검사실험실을 가동중
에 있다.
<표 3-8> 산업인프라 확충 관련정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

GMP 시설
구축 지원

∙ 화장품 기업을 녹색⋅신성장동력기업으로 지정
∙ 실험시설 미보유 기업 대상, 유해성분 및 함량시험 분석 검사
지원(‘13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품질검사실험실 가동 지원중)
∙ 신원료⋅신제품의 안전성 시험분석법 개발 및 함량분석 지원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2011년 3월부터 식약처에서 화장품 GMP 적합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데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GMP적합업체수는 120개이다. 경기도의 GMP적합업체
는 38개(31.7%)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화장품제조업체수를 고려한다면
경기도의 GMP시설은 하위권에 해당한다.
GMP 시설의 보유 여부는 해외시장의 신뢰도 확보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OEM 생산에 의존하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하지만 뷰티제조업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인터뷰 조사결
과, GMP시설 구축 지원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외부검사기관 이용에 따른 장시간
소요, 임상지원 금액의 추가 지원, 경기도내에 검사기관이 적다는 의견만 있었다.
따라서 GMP 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보다는 검사기관의 확대나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7) GMP는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관리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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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GMP적합업소 지정현황(2017년 5월 기준)
(단위 : 개, %)

소재지
경기
충북
인천
충남
세종
강원
전북
대전
제주
서울
경남
부산
전남
총계

GMP
적합업소수(A)
38
22
21
15
5
4
4
3
3
2
1
1
1
120

화장품
제조업체수(B)
787
132
224
80
8
49
50
44
28
337
42
59
24
1,864

전국GMP적합
업소 비중
31.7
18.3
17.5
12.5
4.2
3.3
3.3
2.5
2.5
1.7
0.8
0.8
0.8
100%

지역별 비중
(A/B)
4.8
16.7
9.4
18.8
62.5
8.2
8.0
6.8
10.7
0.6
2.4
1.7
4.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메가브랜드 육성
최근 중국의 규제강화로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어려워지며 수출국 다변화
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분석한 사례집과 수출⋅통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표3-11>과 같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
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위생허가 절차, 수출입 통관절차, 현지 마케팅을 위한 정보
부족 및 현지 벤더와의 연결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표 3-10>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 중국의 규제강화와 중국업체의 기술육성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들은 알리바바, 타오바오, 왓슨과 같은 유통업체(벤더)와 거래하길 희망하나 어려
움이 따르며 거래를 하더라도 유통업체(벤더)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국내제품을 매장의
뒤편에 전시하는 등 국내제품 판매에 협조적이지 않음
∙ 중국의 화장품 수출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으려면 중국 현지의 재중책임회사를 통해야하나 정보
가 부족하여 신뢰도 있는 회사를 찾기 어려움
표 계속

48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이 단독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
∙ 로레알과 같은 해외 대형 브랜드사와 국내 OEM, ODM업체가 협력한다면 국내 화장품 업체의
인지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으므로 해외 브랜드사에게 국내 업체를 홍보⋅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
∙ 수출을 위한 해당 국가의 규제사항이나 시장정보가 부족함
출처 : “K-뷰티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개최(2017.04.27.)

메가 브랜드 육성 정책은 연매출 1천억 이상 브랜드 3개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다. 2016년 브랜드 가치 세계100대 기업 중 국내 화장품 제조사는 아직 없으나28)
2015년 발표된 “미국 패션전문 잡지 WWD의 ‘THE 2015 BEAUTY TOP 100’
에서 매출액기준으로 아모레 퍼시픽(12위, 매출액 49억 4000만달러), LG생활건
강(19위, 매출액 22억 5000만달러), 에이블씨앤씨(66위, 매출액 3억 6710만달
러)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29)
<표 3-11>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정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

∙ K-Cosmetics BI(Brand Identity) 및 영어 다큐멘터리 제작,
한류스타⋅미용인 등으로 문화사절단 구성, 한국 화장품의 날
행사 개최, 국내 유망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 유망국가 대상 On-Off Line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신규
수출유망
품목
창출방안
(2016)

∙ 박람회⋅해외포럼 등 통한 수출다각화 지원 : 할랄 식품⋅화장
품 엑스포(‘16.8), 원아시아 뷰티포럼(지속) 중동지역 확대 등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및
유통채널 확대

∙ 주요 수출국에 국산화장품 상시 체험⋅판매의 장인 온⋅오프
라인 K-뷰티 문화체험관 및 주요 도시 K-뷰티 팝업스토어 설
치⋅운영 (‘17년) : (‘15년) 동남아⋅미국 → (‘17년) 중동⋅
남미/온라인
∙ 재외국인 및 국외 유학생을 “K-Beauty 엠베서더”로 선발하
여, 현지에서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체험⋅홍보 활동
지원 (‘17년)
∙ 청도(‘16.4월)⋅연태⋅천진(‘17년) 등으로 화장품 해상운송
을 확대하고,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마련을 통해 해외유통
채널 매칭 지원 : (‘17) 중국 → (‘18) 아시아지역 → (‘19∼
‘20) 유럽⋅남미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표 계속

28) 2016년 기준 FORBES, INTERBRAND 참조
29) 주간코스메틱(2017). 화장품미용연감, pp72, 199~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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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로벌
협력⋅해외
정보 수집 강화

정보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정책

∙ 해외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신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 업계 제공(수출 미
개척 국가 대상 시장, 소비자 특성, 수출절차, 바이어 발굴 등)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 중국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 개설
(‘16.8), 위생허가 교육과정 신설 : 위생허가 백문백답 사례집
배포 및 우수 대행업체 정보공유, 수출 컨설팅 등
∙ 규제정보 제공 및 국제협의체(ICCR) 가입
∙ 수출국과의 규제협력 강화 : 이란순방성과-유럽판매증명 면제
(‘16.7), 우수제조소(CGMP) 실사면제

신규
수출유망
품목
창출방안
(2016)

∙ 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 5개 수출 대국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분석한 사례집과 수출⋅
통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è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화장품 원료 규제 관련 DB구축 확대30)
∙ 중소기업 제품 품질관리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
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
코스(allcos)’ 홈페이지를 운영
∙ 현재 동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정책과 언
론보도를 비롯, 교육⋅구인정보⋅특허상표⋅원료정보 등 수
출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폭넓게 제공 중
∙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처방⋅진단 지원

∙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확대(‘11~‘13년 동남아 7개국)→
(‘14∼‘17) EU, 중남미, 중동 등 국가로 확대
피부특성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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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피부특성은행을 확대하여 중국⋅동남아 등 타겟 국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 (‘15년 14개 도시 → ‘17년 19개
도시)

할랄 화장품31)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산학연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할랄 인증 지원(‘16.下)

브랜드개발 및
육성

∙ 메가브랜드 육성(한방화장품 중점 개발 지원)
∙ 세계시장 타겟 기술선도형 제품화 과제 지원 확대(‘15년 이후,
매년 연매출 1천억 이상 브랜드 3개, 1백억 이상 제품 10개
육성)
∙ 항노화 화장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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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화장
품기업
수출역량
강화대책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신규 수출
유망품목
창출방안
(2016)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2016)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4) 제도개선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제도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안전강화로 나눌 수 있다.
규제완화 정책에는 화장품 유형의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의 합리적 조정,
수출 제품의 국내 심사절차 간소화,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등이 있고, 안전강화
정책에는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체계 마련, 광고⋅표시 제도의 개선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3-12> 제도개선 관련 정부정책 주요내용
구분

화장품
유형의
확대 및
심사서류
간소화
규
제
완
화

제조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조정
수출
제품의
국내
심사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정책

∙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안전, 사용방법 등 고
려, 기능성화장품 또는 일반화장품으로 단계적 전환(탈모
방지 또는 양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구중청량제,
치약제(불소 미함유), 치아미백제, 제한제, 땀띠 및 짓무
름용제, 염모제, 제모제 등은 화장품으로 전환)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 산업체 및 소
비자 요구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곤란하므로 기
능성화장품은 법에서 정의하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도의 탄력성 부여
∙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간소화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기존의 미백, 주름, 자외선에서
염모, 탈염, 탈색, 탈모방지, 제모, 아토피, 여드름, 각질,
튼살피부개선이 추가됨)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2016)

∙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관
련 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경력 요건
을 2년 이상으로 단일화(2014.9.24. 개정)
∙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관련분야 외에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제조판매관
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2016.9.9. 개정)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 수출 용도 제품 생산시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별도 심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화장품 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의 규정에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제품의 국내 심사절차 간소화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표 계속

30) 현재 15개국을 구축하여 화장품 원료의 사용 규제정보(사용금지, 사용제한)를 업계에 제공하고 있음. 한국,
일본, 대만, 아세안,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
나
31) 할랄화장품이란 이슬람의 ‘샤리아법(Sharia law)'을 준수하면서 젤라틴이나 콜라겐 등 동물로부터 추출된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화장품 (세계시장 규모 50억 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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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기능성
제
인정 범위
완
확대
화

주요내용

정책

∙ 기능성화장품개발촉진을 위해 기능성 인정신청을 대학⋅
연구소까지 확대 : (기존) 제조판매업→ 기존+제조업, 대
학, 연구소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2016)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2016)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기준⋅인
증체계
마련

∙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체계 마련

광고⋅표
시제도
개선

∙ 표시⋅광고 자율사전심의제 도입
∙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개선

감시체계
구축

∙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
비자 관심도가 높은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
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 점검
∙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수거하여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 점검
∙ 유기농화장품,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적절 여부
집중 점검 및 화장품 광고 위반 모니터링

의약외품⋅화
장품제조⋅유
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7)

유망기술⋅기
업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원료 혼합범위, 피부Data 사용현황, 안전성 확인 및 제도
화 필요성 검토(시범사업)를 통해 유망기술⋅기업 등 우
수사례 발굴⋅전파

신규
수출유망품목
창출방안
(2016)

안
전
강
화

5) 인력양성
인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주로 수출절차나 통관 불허사례 교육 등 해외
수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과 GMP 관련 교육 등 주로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뷰티제조업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인터뷰 조사결과, 모든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복지 수준으로 인해 신입/경력직을 구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임금을 보조해주거나 구인/구직을 위한 시
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근로환경의 차이에
서 오는 것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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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인력양성 관련 정부정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
화장품산업
중장기발전계
획(2013)

∙ 해외 수출 전문가 양성
∙ GMP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및 교육

∙ 화장품 관련 대학 교과과정 표준화(‘18년)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도입(‘20년) 등을 통한 현장수요 기반 인재 양성
∙ 교과과정 표준화: 상품기획, R&D, 인⋅허가, 수출, 마케팅 등 각
분야별로 교과과정 표준을 제작하여 제공
∙ 전문인력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실험, 제조, 영업 등의 분야별 전
문가 교육과정에 대해 업계 수요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2016)

∙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32)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2월부터 강화
∙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
허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확대할 계획è현재 시행중

중소화장품기
업 수출역량
강화대책
(2017)

<표 3-14> 인력난 관련 인터뷰 내용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아 신입이나 경력직을 뽑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인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산직의 경우 사람 뽑기가 더 어려
워요. 인건비를 정부나 지차체에서 일부(30%정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관
련 중기업A
∙ “연구(화공, 생명공학 분야), 품질, 생산관리(산업 공학 분야)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3년차
정도의 경력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임금과 복지가 떨어져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
니다.” -화장품 관련 중기업B
∙ “급여나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인력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일만 찾
으려고 합니다. 마케팅이나 자재관련 부서 쪽은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생산 쪽은 기피합니
다.” -용기 관련 중기업A
∙ “임금에서 경쟁력이 없다보니 연구개발 분야의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쪽은
국외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신입이나 경력 모두 뽑기 어렵네요. 청년들 실업수당을 주는
것처럼 기업에서 8할을 주면 정부가 2할을 주면 좋겠습니다.”-화장품 관련 소기업D
∙ “수출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바이어와 네고할 수 있는 인력을 뽑고 싶으나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어렵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임금을 보조해 줘서 대기업수준으로 임금을 주고
싶어요.” -화장품 관련 소기업E
∙ “대부분 회사가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입
을 뽑는데 오랫동안 교육시켜야 합니다. 대학교의 화장품 학과에서 이론보다 실무위주의 교육
을 진행해서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의 경우 기업
간에 스카우트가 심합니다. 뭔가 구인/구직을 시스템을 구성해서 인력풀을 구축했으면 좋겠어
요.” -화장품 관련 소기업F

32)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해외시장 정보정보 수집⋅분석, 화장품안전관리, 실험실공동시설활용, 중국시장개
척 지원사업, 해외 판매시장 개척지원, 인력양성,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등 간접지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사업내용은 <부록 2> 참고

제3장 뷰티산업 관련 정책동향

53

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뷰티제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상생 협의체 운영과 중소
기업의 면세점 진출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3년
9월 ‘방문판매 동반성장협의회’를 설립했으며 2014년 1월에는 ‘아리따움 가맹점
상생 협약’을 체결, 2014년 12월에는 ‘화장품 대리점 동반성장협의회’ 구성해 운
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고용노동부 주관 ‘국가 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업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아모레퍼시픽의 제조 생산지식 및 기술을 협약사에 전수
하며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하도급
대금 결제수단 개선, 금융지원(동반성장펀드 운영), 협력회사의 경영역량 강화지원
(공동특허출원 및 기술자료 임치)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표 3-1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중소기업
상생 유도

∙ 아이디어⋅지식⋅기술 등의 공유⋅이전을 위한 상생 협의체 운영
∙ 면세점 입점관리자 및 대기업 면세채널 담당자의 유망기업 대
상 맞춤형 자문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면세점 진출 역량 강화

정책
화장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3)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반성장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반
성장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상 대기업은 최저 입찰제를
선호하기에 중소기업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거래시 중소기업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으로 노출될 우려가 높음을 지적했다. 특히 소기
업의 경우 대기업의 수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자체가 불가능함을 지적했
다.
<표 3-1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점 관련 인터뷰 내용
∙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 단가는 낮고 기술은 뺏길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제를 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며, 용기업체 발주 시 대기업과 비교해 수량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화
장품 관련 중기업A
∙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최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
업은 아이디어를 가져갈 때 독점계약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용기 관련 중기업A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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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력과 기술을 탐내기에 동반성장은 어렵습니다. 개발에 대한 수고를 돈
으로만 해결하려하니 상생이 어렵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기업A
∙ “급여나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인력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일만 찾
으려고 합니다. 마케팅이나 자재 관련 부서 쪽은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생산 쪽은 기피합
니다.” -용기 관련 중기업A
∙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은 MOU를 맺자고 합니다.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거절했습니다.”-화장품 관련 소기업C
∙ “대기업은 해외 기업 대비 10~15% 비용이 더 비싸며, 의사결정이 느려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
다.” -화장품 관련 소기업E
∙ “소형 기업은 대기업의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도 어렵고, 이슈 발생시 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상생은 어려워 보입니다.” -화장품 원료 관련 소기업A

2. 뷰티서비스업 관련 정책
뷰티서비스업 정책은 법⋅제도 정비,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등 국내 산업기반 정비하고, 뷰티서비스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
및 뷰티서비스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7>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09.10) 주요내용
구분

목표

국내 산업기반 정비
(Inbound 전략)

법⋅제도 정비

국내 산업기반 정비
(Inbound 전략)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
(Outbound 전략)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추진과제
∙ 미용기기 제도 정비
∙ 학원 설립기준 현실화
∙ 이중제재 정비
∙
∙
∙
∙

산업의 규모화⋅고도화
우수 기업 발굴⋅육성
인프라 확충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육성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 면허⋅자격제도 개편
∙ 취업지원 강화
∙ 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

고수익 관광상품으로의 육성

∙ 글로벌 홍보
∙ 관광 컨텐츠 발굴
∙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

∙ 해외투자 활성화
∙ 전문인력 해외진출 여건 조성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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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정비
법⋅제도 정비 관련 정책은 ①미용기기 제도 정비, ②학원 설립기준 현실화,
③이중제재 정비로 구분된다.
미용기기 제도 정비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용기기 범위, 분류 기준
및 관리 시스템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용기기를
지정하기로 했으나 7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지정되지 않았다. 김기선 의원이
미용기기를 정의하고 미용업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33)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계
는 반대하고 있다.
학원 설립기준은 헤어 미용중심으로 되어있던 기준을 종합(헤어/피부), 헤어미
용, 피부미용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개설요건을 적용한다. ｢학원의 설
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조례 중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서 이용, 미용업 위주의 조례에 피부미용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제재 정비는 면허증⋅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 영업 질서 위반(과태료, 행정
처분), 대표자 성명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징역, 벌금 등 형벌), 폐업신고 의무
위반(과태료)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 면허증⋅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 영업 질서
위반과 대표자 성명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폐업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내용만 개선34)되었다.

2)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정책은 ①산업의 규모화⋅고도화, ②우
수 기업 발굴⋅육성, ③인프라 확충, ④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육성으로 구분된
다.

33) 김기선외(20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4074
34)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1항 과태료 조항 삭제 및 제3조3항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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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규모화⋅고도화는 영세사업자간 공동 브랜드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등 프랜차이즈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수기업 발굴⋅육성은 서비스⋅기술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 미용기업”으
로 선정하여 우수업소인증 로고 부여, 위생지도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인프라 확충은 뷰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일종의
뷰티산업 선진화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2010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
뷰티산업선진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센터를 해제
하고 뷰티화장품산업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육성은 화장품, 미용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
계, 동반 성장 촉진을 목표로 고품질 미용 용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R&D투자
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3)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정책은 ①면허⋅자격제도의 개편, ②취업지원 강
화, ③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로 구분된다.
면허⋅자격제도는 기능장-기능사 등 “2단계”의 자격단계에 기사-산업 기사
등을 신설하여 “3~4단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미용업 자격증
은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2014년 시행), 미용사(메이크업,
2016년 시행), 이용사로 구분되고 상위 자격증인 미용장, 이용장이 있다.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요건은 아직 없다.
취업지원 강화는 면허⋅기술자격 취득자 등에 대한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DB”를 구축하고, 전문인력별 면허⋅자격 취득 현황, 재교육 및 경력 등 각종 정보
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인력 장터 등을 개설하여 구직자와 기업간 인력매칭을
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는 대학⋅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 일본 ｢야미노
미용전문학교｣와 영국의 ｢비달사순｣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내용과 경영자와 우수 종사자를 위한 뷰티서비스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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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뷰티서비스 아카데미를 2010년부터 전국 주요 6
개 대학35)에 뷰티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 양성은 미흡36)한 것으로 보인다.

4) 고수익 관광상품으로의 육성
고수익 관광상품으로의 육성 정책은 글로벌 홍보 강화를 통한 Korea Beauty
이미지를 제고(Korea Beauty 브랜드(BI) 개발 및 보급, 뷰티서비스 종합 포탈
오픈 등)하고 명품관광 컨텐츠 개발,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뷰티서비
스를 매력있는 관광 컨텐츠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관광상품 육성 정책 중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이 화제가 되었다. 2011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47개의 뷰티관광 선도업체(헤어 9개, 피부 21개, 네일 4개, 종합분야 13개)를 선
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선정패를 수여, 관광 상품화 및 의료관광 사업 연계, 홍보책
자 제작, 관련기관 및 협회 홈페이지 홍보 등 연계지원을 추진하였다.
뷰티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여행사⋅외국인환자 유
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드라마 체험장, 미용⋅성형, 뷰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2016)에서 발
표된 바 있다.

5)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는 ①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행정적 지원 강화와 ②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로 구분된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행정적 지원 강화는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북
경, 뉴욕, 싱가폴 등)에서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화장품 위주의 지원업무 범
35) 서경대학교, 수원여자대학, 동주대학, 대구보건대, 대전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36) Longchun Li(2016)의 문헌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 전국 뷰티 관련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어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은 58개, 이중 학부과정은 43개, 일반대학원 과정은 12개, 특수대학원 과정은 40개인데
뷰티 관련 4년제 학부 학과의 교과과정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뷰티케어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학부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필연적으로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므로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목이 유사한 맥락으로 설계됨(뷰티케어서비스, 화장품과학 중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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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뷰티서비스까지 포함하고,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기업
애로 해결 등 창구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는 국내 자격 국제적 인증 추진과 해외
취업 지원확대 방안으로 나뉜다.
국내 자격 국제적 인증은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일본, 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
(면허)상호 인증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제12조)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는 내용이다. 2010년 5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에 있던 외국에서 상호인증
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 자격취득자의 국내 통용 인정 조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를 삭제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했다.
해외취업 지원확대 방안은 해외 진출 희망자에 대한 교육⋅정보제공⋅취업 연
계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
여 희망자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대상국별 고용동향, 자격⋅비자 등 각종
제도 및 구인 현황 등 취업정보 제공, 기업 수요에 따른 상시 매칭 시스템 운영
등이 있다.
뷰티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국내 유명 헤어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내 외국인 연수생 유치를 지원하여 전문가용 화장품 및
미용기기 홍보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2016)에서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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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기도의 뷰티산업 정책동향
경기도는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를 제정(2012년)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화장
품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뷰티산업 지원은 주로 경기도
‘특화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통상촉진단’, ‘해외전
시회 단체관 운영’ 등 일부 지원(경기도 국제통상과 지원)은 타부서와 겹치기도
한다.
경기도 특화산업과의 2017년 뷰티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총23억 5천만원으
로 ①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 3.5억원, ②뷰티 R&DB 지원사업
2억원, ③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 5억원, ④뷰티박람회지원 13억원(국내 3억, 해
외 10억) 등이다.

1)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2016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진행
하는 정책이며 도내 뷰티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GMP 인증컨설팅 및 인증심
사비를 지원한다. 경기화장품협의회에서 기업을 공모선정하며 컨설팅은 기업당 최
대 1천 2백만원, 인증심사비는 기업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증지원분야
는 ISO22716, ISO15378, 식약처 CGMP, 화장품원료 GMP이다.

2) 뷰티 R&DB 지원사업
경기도의 뷰티 R&DB 지원사업은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37)를 통해 도
내 뷰티제조업을 12개 선정하고 기업 당 최대 2,400만원 상당의 임상시험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뷰티제조업
37) 경기바이오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품, 피부 의약품, 피부 미용 기능식품 등 피부 관련 연구, 장비지
원, 제품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경기도 특화산업과에서 지원을 받아 뷰티 R&DB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의 에코서트 인증과 같은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만의 품질인증 브랜드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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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성 시험(50개 제품)과
다양한 임상항목(피부 수분량, 각질, 유분, 탄력, 피부결, 주름, 피부색, 멜라닌, 리
프팅 등) 중 제품별 맞춤형으로 설계된 효능시험, 라만 분광 피부 투과 시험 등
총 3개 분야이다. 특히 라만 분광투과 시험은 피부 표피층에서의 화장품 흡수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에서만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다.

3)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개발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기술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뷰티제품 제
조기업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화장품연구개발, 제품디자인개발 두 가지 분야이며 화장품
연구개발에서는 15개사를 선정한 후 기업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화장품
원료성분소재 개발, 제형기술 개발, 제품 기능개선 등에 대한 직접개발비 및 성과활
용비(특허, 인증, 시험 등)를 지원한다.
제품디자인개발 분야는 12개사를 선정한 후 기업 당 최대 580만원을 지원하
며 디자인분야 대학 교수 및 학부생으로 구성된 ‘제품디자인개발지원팀’을 활용해
화장품 용기, 뷰티⋅화장품 부자재, 브랜드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을 지원한다.

4) 뷰티박람회
경기도가 주관한 뷰티박람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부록3> 참고). 초기에는 뷰티박람회 참관객이 3만여명을 넘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되었으나 일부 시각으로는 해외바이어들의 참여가 적고 B2B보
다는 B2C 성격이 강하여 기업들이 참가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비평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킨텍스는 코트라의 추천을 통해 리스트를 확보하고
킨텍스 자체적으로 바이어의 업무 분야, 홈페이지 여부,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적극
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였다. 또한 외신기자단을 초대해 국내 주요 제품들의
제3장 뷰티산업 관련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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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를 지원하는 등 B2C 위주로 이루어지던 박람회를 B2B 위주로 이끌어가
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국내전시회에서 해외바이
어와 1:1 BIZ Matching Program을 적용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는데 4,215
건을 상담하고, 현장계약 3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해외의 유명한 뷰티박람회를 공
동으로 주관하며 바이어들을 국내기업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국내 기업과 매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킨텍스는 작년 9월에 태국 내 최대 규모의 뷰티전시회인 ‘비욘드 뷰티 아세안
방콕(BBAB : Beyond Beauty Asian Bangkok) 2016’과 같은 장소에서
‘K-Beauty Expo’ 개최했다. 킨텍스는 해외박람회를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저렴
한 비용으로 해외박람회를 개최38)하고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BBAB과 참관
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콕에서 열린
K-Beauty Expo의 참관객 수는 12,358명(태국현지 : 8,232명, 그 외 국가 :
4,126명)이었으며 참가업체의 수출상담회 및 부스 운영 결과 현장계약이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킨텍스는 올해에도 베트남(호치민, 6월)에서 ‘K-Beauty Expo’를 개최했고
9월에는 태국(방콕)에서 ‘K-Beauty Expo’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내 뷰티박람회에는 프랑스의 유기농협회에 가입된 7개 업체 및 10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50부스 정도를 해외특별부스로 할당하여 해외바이어를 적극적으
로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박람회의 참가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킨텍스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이외에도 여러 해외 박람
회를 참가하길 원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 박람회비용을 보조(참가비)해주기
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해외박람회의 참가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추가적인 지원(참가비, 숙박비, 비행기, 팸플릿, POP 등)을 바라고
있었다. 뷰티제조업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인터뷰 조사결과, 해외박람회 지원과 관
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8) 해외박람회의 부지를 킨텍스가 대량으로 임대할 경우 40~50% 네고가 가능하므로 국내 참가기업에게 저렴
한 비용으로 참가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부지 임대 시 할인받은 비용으로 국내 참가기업을 위한 수출상담,
고급부스 제공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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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료/부자재 업체들이 K-Beauty 박람회에 참여할 메리트가 적다. 화장
품업체와 원료/부자재 업체들은 주요 고객층이 다르다. 원료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체, 부자재는 유통업체 및 화장품 제조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화장품 업체는 유통업
체 혹은 소비자가 주요 고객이다. 그러나 K-Beauty 박람회는 원료/부자재 업체들
이 원하는 고객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K-Beauty박람회의 성격이 화장품
업체들을 위주로 진행된다면 원료나 부자재 업체들이 참여할 만한 해외의 원료박람
회에 대해 참가지원 방안을 따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K-Beauty 박람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K-Beauty 박람회의 해외바이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바이어
들 중에서는 관람만 하고 돌아가는 바이어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로 구매한 해외바
이어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업체들은 해외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어도
킨텍스에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업체들이 재협상을 통해 바
이어를 빼앗아 갈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국내업체가 거래성사 여부를 안심하고 공
개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표 3-18> 뷰티제조업 해외박람회 관련 인터뷰 내용
구분

화장품

원료/
부자재

중기업
∙ “K뷰티 박람회는 제조업체
보다는 유통회사들의 참여
가 높고 큰 규모의 회사보다
는 영세업체의 참여가 많습
니다.”
∙ “해외박람회 참여시 지자체
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
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
니다. 행정의 간소화가 필요
해요. 그리고 생색내기 식의
양적인 지원보다 한 개의 업
체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료회사들의 고객들은 일
반인이 아닌 기업이어서 K
뷰티 박람회의의 참석 메리
트가 없어요. 해당 장비 등
을 알아볼 때 가볍게 이용하
는 정도입니다.”

소기업
∙ “해외 박람회 참가시 저희 브랜드를 바이어들에게
설명해 줄 인력이 없습니다.”
∙ “해외 박람회 참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참가
비, 비행기, 호텔비 등 지원비용 확대가 필요합니
다.”
∙ “K-뷰티 박람회에 2년 이상 참가한 해외바이어 중
실적이 없는 바이어는 오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바이어를 유치해야합니다. 그리고 중동과 남미 등
방문하기 어려운 바이어들을 유치해야 해요”
∙ “세포라,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 외국계 유명업체
들을 참가시켜야 합니다.”
∙ “해외박람회 참가시 부스임차료 뿐만 아니라 숙박
비, 팸플릿, POP 등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나 바이오
랜터케어 등 원료 특화 기업들이 참가하지 않습니
다. 소재 관련 박람회에 좀 더 투자가 필요합니다.”
∙ “저희는 부자재(네일스티커) 회사로 유통업자가
필요한데 K-뷰티 박람회는 소비자 중심이어서 별
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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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뷰티산업 관련 지원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마케팅지원과 소
상공인들을 위한 서민경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
지원의 경우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이나 개별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회, 통상촉진단,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14개의 지원을 하고 있어 도내
뷰티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상촉진단은 도내 2,000만불 이하 수출제조기업(단, 북부지역기업은 1,500
만불 이하)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사전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은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유명 전시회(홍콩화장품미용 전시회)에 단체관을 구성하여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들은 뷰티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뷰티
관련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특화산업과와 일부 업무영역이
겹치기도 한다. 따라서 뷰티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내 부서⋅기관 간의 업무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3-19> 경기도의 뷰티산업 육성 관련정책 요약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2016.06~2018.01)
∙ 사업목적 : 자금⋅경영상의 어려움을 빚고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과 신뢰도 향상
∙ 사업비 : 450백만원(2016년), 350백만원(2017년)
∙ 사업내용 : 경기지역 뷰티제조업 CGMP, ISO 분야 화장품 국제규격(ISO22716,
ISO15378) 등 인증 지원
∙ 2016년 추진실적 : 20개사 CGMP 인증지원
뷰티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2016.06~2017.02)
∙ 사업목적 : 화장품 제조기술, 무역분야 등 화장품 제조업 청년구직자 대상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후 취업 연계
∙ 사업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 재직자 및 청년구직자 대상 뷰티분야 교육 운영(45명), 화장품 GMP, 뷰티마케
팅 등 뷰티분야 전문교육 지원
∙ 2016년 추진실적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천대학교에서 뷰티분야 교육 실시(3회, 48명)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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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R&DB사업 활성화 지원(2016.03~2017.12)
∙ 사업목적 :
-임상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아시아 K-뷰티 스타 제품 발굴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R&DB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비: 200백만원(2016), 200백만원(2017)
∙ 사업내용:
-임상전주기 지원(미백/주름), 안전성시험 지원(피부 1차 자극 시험)
-중국 백화점 내 특별상품전 개최(2016년)
-아시아 뷰티 R&DB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 기획
∙ 2016년 추진실적 :
-임상전 주기 지원: 주름 효능평가 3개 업체, 미백 효능평가 3개 업체
-안전성 시험(피부 1차자극 시험) 지원 : 21건
-해외 화장품 상품전 개최 : 내몽고 후허하오터시(11월 9일~13일), 10개 기업 참가
뷰티 제품개발 지원(신규, 2017.04~2018.02)
∙ 사업목적: 원료⋅부자재 등 화장품 제조분야의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품의 개선,
개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출 및 수출 증대와 제품경쟁력 강화
∙ 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뷰티 제품개발 지원 27개 기업(제품개발 15개사, 디자인 12개사)
-제품개발은 화장품 원료성분소재 개발, 제형기술 개발, 제품 기능개선 등에 대한
개발직접비 및 성과활용비 지원
-디자인개발은 화장품 용기, 뷰티⋅화장품 부자재, 브랜드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뷰티박람회 지원(2009년~현재)
∙ 경기도는 2009년부터 킨텍스에서 매년 뷰티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외
유명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
∙ 2017년 10월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뷰티박람회(9회차)의 전시품목은 화장품, 헤어, 네
일, 헬스, 원료, 패킹, 패션, 피트니스 등이며 부대행사로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
회, 국내 유통업체 MD 초청 구매상담회,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 등을 진행
∙ 도내 기업의 참가비용을 부스당 1백만원 할인
통상촉진단(시장개척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사전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개척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도내 2,000만불 이하 수출제조기업(단, 북부지역기업은 1,500만불 이하)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단체관을 구성하여 우수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사업내용 : 예산지원-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비 50% 내외 지원
행정지원-장치, 운송, 여행사 선정, 출입증 발급 등 전시참가 제반
해외마케팅지원-사전마케팅, 현장운영,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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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동향 요약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뷰티산업 관련 정책은 뷰티서비스업과 화장품 산업(뷰티제조
업)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화장품
산업(뷰티제조업) 위주의 정책들이고 뷰티서비스업 관련 정책은 2009년 이후 정
체되어 있다.
정부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201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발표된 정책들의 내용은 대부분 2013년에 발표된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책들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정책에서는 제품⋅기
술 개발(소재⋅원료, 용기⋅디자인)에 관련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산업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GMP 시설 미보유 기업 대상으로 성분 및
시험 등 분석 검사 지원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은 다양화 되었는데 행사와 상담회, 플래그십 스토
어 운영과 같은 단순 홍보 정책에서 재외국인 및 국외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청도, 연태, 천진 등으로 화장품 해상운송을 확대하고,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마련 등 해외유통채널을 확대하였다. 유통채널의 확대 이외에도
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피부특성 데이터,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 수출절
차, 통관 불허 사례 등 해외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여러 정책으로
다양화 되었다.
넷째, 제도개선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화장품 유형의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자
격기준 조정, 수출 제품의 국내 심사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작년부터는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체계 마련 및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개선, 감시체계 구축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인력양성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수출 절차 및 통관 불허사례 교육 등
해외 수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뷰티제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상생 협의체 운영
과 중소기업의 면세점 진출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뷰티서비스업의 정책은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0)의 내용이 대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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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제도 정비,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뷰티서비스 기업
⋅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로 구분된다.
첫째, 법⋅제도 정비 분야에서는 미용기기 제도 정비, 학원 설립기준 현실화,
이중제재 정비를 추진하였다. 세 가지 분야 중 학원 설립기준 현실화만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에 피부미용에 관한 항목 추가하며 목표를 이루었다. 미용기기
제도의 정비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중제재 정비의 경우 폐업신고 의무 위반만 개선되었다.
둘째,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는 산업의 규모화⋅고도화, 우수 기업 발
굴⋅육성, 인프라 확충,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육성을 추진했다.
산업의 규모화 및 고도화는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공동브랜드로서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브랜드로는 인천의 ‘어울’이 있다. 인프라
확충으로는 뷰티산업 선진화센터가 있다. 과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설치를 했었으
나 현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분야에서는 면허⋅자격제도 개편, 취업지원 강화, 전문
인력 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면허⋅자격제도의 개편은 기능장-기능사 등 “2단계”의 자격단계에 기사-산
업 기사 등을 신설하여 “3~4단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인데 현재의 이⋅미용
업 자격증 체계를 살펴볼 때 실행되지는 않았다. 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는 대학⋅
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 일본 ‘야미노 미용전문학교’와 영국의 ‘비달사순’과 같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내용과 경영자와 우수 종사자
를 위한 뷰티서비스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이다. 뷰티아카데미 교육과정
은 전국 주요대학에 개설되며 잘 추진된 것으로 생각되나 전문교육기관 육성은 뷰
티 관련 학부나 대학원의 교과과정이 지난 1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고 뷰티케어서
비스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한 Longchun Li(2016)의 문헌
의 내용을 미루어볼 때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상품 육성은 Korea Beauty 이미지를 제고하고 명품관광 컨텐츠 개발,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러 관광상품 육성 정책 중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만이 과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대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며 명
품관광 컨텐츠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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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행
정적 지원 강화와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가 주요 내용인데 이 중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내 자격 국제적 인증 내용만
확실하게 실행되었다. 국내 자격 국제적 인증은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일본, 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면허)상호 인증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제12조)하여 상호주
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 5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에 있던
외국에서 상호인증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 자격취득자의 국내 통용 인정
조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를 삭제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강
화했다.

<표 3-20> 정부의 뷰티산업 육성 관련정책 요약
구분
R&D투자
산업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뷰
티
제
조
업

내용
∙ 항노화, 천연 유기농 등 기능성 소재(원료) 분야의 기술개발(추진중)
∙ 용기⋅디자인 개발과 같은 부자재에 관련된 투자(추진중)
∙ 실험시설 미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및 함량시험 분석 검사에
대한 지원(실행중)
∙
∙
∙
∙
∙
∙
∙

제도개선

인력양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
∙
∙

뷰티박람회의 참가기업에 대한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등 지원(실행중)
재외국인 및 국외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추진중)
청도, 연태, 천진 등으로 화장품 해상운송을 확대(추진중)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마련(추진중)
국가별 피부특성 데이터,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 수출절차, 통관 불허
사례 등 해외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실행중)
기능성화장품 화장품 범위 확대(염모, 탈모, 아토피, 등 8종)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조정(화장품 관련 분야 외에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제조판매관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완료)
수출제품의 국내 심사절차 간소화(수출용 제품의 예외규정에 기능성화
장품의 심사를 포함. 완료)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체계 마련(추진중)
광고⋅표시제도 개선(추진중)
수출절차 및 통관 불허사례 교육, GMP 관련 교육(실행중)

∙ 상생 협의체 운영(실행중)
∙ 중소기업의 면세점 진출 역량 강화(추진중)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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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제도 정비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뷰
티
서
비
스
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관광상품 육성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

내용
∙ 미용기기 제도 정비(의료계의 반대로 미실행)
∙ 학원 설립기준 현실화(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피부미용에
관한 항목 추가. 완료)
∙ 이중제재 정비(영업 질서 위반, 단순 신고의무 위반, 폐업신고 의무 위
반3가지 항목 중 폐업신고 의무위반만 개선)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운영(미확인)
∙ 우수 기업 발굴⋅육성(우수업소인증 로고 부여. 미확인)
∙ 인프라 확충(과거 뷰티산업 선진화센터 설치했으나 현재는 폐지)
∙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육성(미확인)
∙ 면허⋅자격제도를 개편(미실행)
∙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DB 구축(미확인)
∙ 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뷰티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추진중)
∙ Korea Beauty 이미지를 제고(미확인)
∙ 명품관광 컨텐츠 개발(미확인)
∙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과거 실행했었으나 현재는 확인 불가능)
∙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북경, 뉴욕, 싱가폴 등)에서 제약, 의료기기, 의
료서비스, 화장품 위주의 지원업무 범위를 뷰티서비스까지 포함(미확
인)
∙ 일본, 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면허)상호 인증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
정(제12조)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완료)
∙ 해외 진출 희망자에 대한 교육⋅정보제공⋅취업 연계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미확인)
∙ 국내 뷰티서비스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외국인 연수생 유치(추진
중)

경기도의 뷰티산업 관련 정책은 정부의 정책보다 범위는 좁지만 경기도 뷰티제
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의 정책들은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뷰티 R&DB 지원, 뷰티 제품개발
지원, 뷰티박람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은 뷰티박람회 지원이었다.
뷰티제조업 관련 정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분야는 제도개
선과 관련된 분야로 뷰티제조업들은 대부분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술된 여러 정부정책 내용들(<표 3-13> 참고)은 모두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들로 정부도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분야이므
로 제도개선 분야를 제외하고, 지자체의 뷰티제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대응노력
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재정리해보면 <표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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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뷰티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요약
구분

내용

기술개발

∙ 정부의 정책은 제품 및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들은 이미
자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제조업의 기술을
보호하거나 기술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확대 및 임상시
험비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정책이 필요
∙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 용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는 기술력이 부족. 용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금형제작비 지원 등이 필요

산업인프라

∙ 경기도 화장품제조업체수에 비해 GMP 시설이 매우 적음
∙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GMP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부검사기관이
용시 장시간소요 및 검사기관의 부족, 검사비용의 추가지원이 필요함을 지
적

해외시장 진출

∙ 해외시장 진출시 필요한 해외 시장에 대한 해외 품질 기준 및 규정, 위생허
가 절차, 수출입 통관절차, 현지 마케팅을 위한 정보 부족, 현지 벤더와의
연결 등이 어려움을 지적

인력양성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낮은 복지 수준과 지방에 위치한
공장들의 경우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해 생산직, 연구직, 영업직 등 전 분야
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중소기업들은 근본적으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불가하다는 입장
∙ 대기업과 협업 시 자사의 기술 유출 우려와 대기업의 최저입찰제 때문에
수익보장이 안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요구수준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뷰티박람회

∙ K뷰티 박람회는 B2C위주에서 B2B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해외박람회도 개
최함으로써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나, 원료 및 부자재 업체들이 참가하
기엔 메리트가 없음
∙ K뷰티 박람회에 참가하는 해외바이어들 중 실적으로 이어진 바이어들의 관
리가 필요함

자료 : GRI(2017).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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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및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는 경기도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와 문제점,
정책과제 등을 조사하여 뷰티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전략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뷰티산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리스트
를 확보하고 100개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이며 일대일 면접조사(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및 이메일
병행)로 이루어졌다.
<표 4-1> 조사 설계
구분
모집단
표본크기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기간

내용
식약처 및 경기도에서 제공한 경기도 소재의 뷰티제조업체 1,273개
100개
사업체 리스트 기준 무작위 추출
일대일 면접조사(팩스 및 이메일 병행)
2017.06.08.~2017.06.29

<표 4-2> 조사 내용
구분
일반 현황

생산 및 유통 현황

내용
∙ 응답자 기본 사항(회사명, 이름,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 현재 종업원 수 (2017년 5월 말 기준)
∙
∙
∙
∙

주력제품 (주력 세부품목)
주 유통방식
제품 생산 애로사항
제품 판매/유통 애로사항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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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현황

연구개발 현황

인력운영 현황

뷰티 관련 전시회/박람회
참가 경험

경영 성과

뷰티산업 육성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수출경험 여부
수출/해외 시장 진출 의향
수출방식
현 수출 및 향후 계획 중인 국가
수출 활동 및 계획 시 애로사항
연구개발 형태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
종업원 현황
종업원 수 증감률
종업원 수급여건
채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직종
종업원 채용 시 애로사항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경험
K-뷰티 엑스포 코리아의 업체 경쟁력 향상 도움 정도
해외 뷰티 관련 박람회/전시회 참가 경험
해외 뷰티 관련 박람회/전시회의 업체 경쟁력 향상 도움 정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감률
수출액 및 수출액 증감률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 증감률
매출증대 제약 요인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지원 사업 분야
필요 “제품 개발/인증” 세부사업
필요 “생산체계 고도화” 세부사업
필요 “내수시장 판로확대” 세부사업
필요 “수출/해외진출 확대” 세부사업
필요 “인력수급 개선” 세부사업
필요 “불공정거래 개선” 세부사업
필요 “기업 간 소통과 협력” 세부사업
필요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필요 세부 지원 사업
경기도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건의사항

2.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의 특성을 선정질문을 통하여 주력제품, 유통방식, 매
출규모, 수출경험, 종업원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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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응답자 분포표
구분
계

주력제품

유통방식

매출규모

수출경험
종업원수
(2016년)

기초화장용
목욕용 제품류
색조 화장품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용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화장품 포장
기타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OEM
OEM
5억 이하
5억 초과-20억 이하
20억 초과
무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5인 미만
10인 미만
10인 이상

표본수
(개)
100
40
12
12
9
6
5
4
4
8
48
17
35
31
34
25
10
57
43
36
24
40

구성비
(%)
100.0
40.0
12.0
12.0
9.0
6.0
5.0
4.0
4.0
8.0
48.0
17.0
35.0
31.0
34.0
25.0
10.0
57.0
43.0
36.0
24.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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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뷰티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생산 및 유통 현황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주력 제품은 화장품이
91.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품 원료 2.0%, 화장품 부자재 7.0%로 나타
났다.
유통방식별로는, OEM만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화장품 부자재를 주력 제품으
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출규모가 큰 업체,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화장품 부자재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그림 4-1> 유통방식, 매출규모별, 수출경험 현황
주력 제품

세부별 주력 제품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주력 세부품목은 기초화장용
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목욕용 제품류가 12.0%, 색조
화장용이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 살펴보면,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에서는 목욕용 제품류를,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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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색조 화장용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목욕용 제품을,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색
조 화장용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화장품 세부품목별 유통방식 및 수출경험
유통방식
전체
(N=100,%)

자사
브랜드

자사
+OEM

(N=48)

수출경험
OEM

경험
있음

경험
없음

(N=17)

(N=35)

(N=57)

(N=43)

기초 화장용

40.0

39.6

41.2

40.0

40.4

39.5

목욕용 제품류

12.0

12.5

17.6

8.6

5.3

20.9

색조 화장용

12.0

10.4

5.9

17.1

17.5

4.7

인체 세정용

9.0

6.3

17.6

8.6

7.0

11.6

기능성 화장용

6.0

12.5

0.0

0.0

7.0

4.7

두발용 제품류

5.0

6.3

5.9

2.9

7.0

2.3

손발톱용 제품류

4.0

2.1

5.9

5.7

3.5

4.7

화장품 포장

4.0

4.2

0.0

5.7

5.3

2.3

방향용 제품류

2.0

2.1

5.9

0.0

0.0

4.7

화장품 용기

2.0

0.0

0.0

5.7

3.5

0.0

어린이용 제품류

1.0

2.1

0.0

0.0

0.0

2.3

면도용 제품류

1.0

2.1

0.0

0.0

0.0

2.3

화장품 원료

1.0

0.0

0.0

2.9

1.8

0.0

기타

1.0

0.0

0.0

2.9

1.8

0.0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주된 유통방식은 자사브랜드
유통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OEM 방식만 하는 업체가 35.0%, 자사브
랜드와 OEM방식을 병행하는 업체가 17.0%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자사브랜드만을 유통하는 비율은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 OEM 방식만을 유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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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유통방식별 주력제품, 매출규모, 수출경험
주된 유통방식

세부별 주된 유통방식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세부 유통방식을 살펴보면,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가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이 40.0%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5억 이하인 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
인 직접 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매출규모가 20억 초과인 업체는 주문
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유통방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세부유통방식별 주력제품, 매출규모, 수출경험
주된 유통방식

세부별 주된 유통방식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은 제품 생산시 애로사항으로
보관창고 등 물류시설 부족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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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자금 부족이 28.0%, 생산기술직 인력 부족이 24.0%의 순으로 나타났
.

다
<그림 4-4> 제품 생산시 애로사항
제품 생산 애로사항

세부별 제품 생산 애로사항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은 제품 판매/유통 시 애로사항
으로 판매채널의 부족(판로개척)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
사제품 난립, 과잉경쟁이 26.0%, 영업/마케팅 인력 부족이 22.0%의 순으로 나타
났다.
유통방식별로 살펴보면, 자사브랜드 유통방식 업체에서는 판매채널의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많이 느끼는 반면, OEM 유통방식 업체에서는 발주처의 횡포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제품 판매/유통시 애로사항
제품 판매/유통 애로사항

세부별 제품 판매/유통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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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현황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의 수출 경험은 57.0%로 나타났
으며, 그 중 41.0%가 현재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는 자사브랜드를 유통방식 업체에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규모별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수출경험과 현재
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 중인 해외시장이 있는 경우는 76.0%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수출 진행 또는 계획중인 업체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4-6> 수출/해외 시장 진출 의향
수출/해외 시장 진출 의향

세부별 수출/해외 시장 진출 의향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수출방식은 직접수출이 66.7%로 나타났으며, 간
접수출이 38.6%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직접수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해외시장으로는 중국이 34.2%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27.6%, 미국 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해외시장으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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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현재 수출 및 향후 계획 중인 국가
현재 수출 및 향후 계획 중인 국가

세부별 현재 수출 및 향후 계획 중인 국가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수출 활동 및 계획 시 애로사항으로 글로벌경기침체, 사드 등으로 인한 해외시
장위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거래처 발굴문제, 무역전문인력
/마케팅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수출 활동 및 계획 시 애로사항(1+2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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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세부별 수출 활동 및 계획 시 애로사항(1+2순위)

1+2순위
(단위:%)

주력제품
기타
화장품
뷰티
제품

자사
브랜
드

유통방식
자사
+OE
OEM
M

수출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N=47)

(N=29)

(N=41)

(N=12)

(N=23)

(N=54)

(N=22)

글로벌경기침체, 사드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위축

53.2

51.7

43.9

91.7

47.8

46.3

68.2

거래처 발굴 문제

36.2

41.4

36.6

33.3

43.5

44.4

22.7

29.8

31.0

29.3

8.3

43.5

29.6

31.8

23.4

24.1

26.8

25.0

17.4

20.4

31.8

21.3

27.6

24.4

25.0

21.7

22.2

27.3

무역금융 활용 애로

12.8

6.9

17.1

0.0

4.3

9.3

13.6

기업 신인도 부족

12.8

3.4

9.8

8.3

8.7

11.1

4.5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

2.1

3.4

2.4

0.0

4.3

3.7

0.0

기타

0.0

3.4

2.4

0.0

0.0

1.9

0.0

무역전문인력/
마케팅인력 부족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요구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3. 연구개발 현황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주된 연구개발 형태는 독자
적 연구개발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출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수출경험 없는 업체 대비
수출경험 있는 업체에서 독자적 연구개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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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연구개발 형태
연구개발 형태

세부별 연구개발 형태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연구개발 활동 시 애로사항
은 기술개발자금 부족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구 설비
및 기자재 부족, 개발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1+2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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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방식별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으로, OEM 유통 업체에서는 기술정보 부
족, 기술개발경험 부족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많다.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규모가 5억 이하인 업체의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
항으로 기술 개발자금 부족, 연구 설비 및 기자재 부족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매출 규모가 5억 초과인 업체에서 기술정보 및 개발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험별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은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 대비 기술개발자금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6> 세부별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1+2순위)
유통방식
1+2순위
(단위:%)

수출경험

자사
브랜드

자사
+OEM

OEM

경험
있음

경험
없음

(N=41)

(N=12)

(N=20)

(N=50)

(N=23)

기술개발자금 부족

65.9

83.3

45.0

54.0

82.6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

53.7

58.3

40.0

44.0

65.2

개발인력 확보

31.7

25.0

35.0

38.0

17.4

기술정보 부족

7.3

8.3

45.0

20.0

13.0

인증, 임상시험 비용 과다

14.6

8.3

5.0

14.0

4.3

기술개발경험 부족

4.9

8.3

20.0

10.0

8.7

정부의 기술지원제도 불편

7.3

8.3

0.0

6.0

4.3

기술 유출

7.3

0.0

0.0

6.0

0.0

기술도입 비용 과다

4.9

0.0

5.0

4.0

4.3

기술협력 파트너 부족

2.4

0.0

5.0

4.0

0.0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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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세부별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1+2순위)_매출규모
1+2순위
(단위:%)
기술개발자금 부족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
개발인력 확보
기술정보 부족
인증, 임상시험 비용 과다
기술개발경험 부족
정부의 기술지원제도 불편
기술 유출
기술도입 비용 과다
기술협력 파트너 부족

5억
이하
(N=21)
85.7
61.9
4.8
0.0
23.8
0.0
14.3
9.5
0.0
0.0

매출규모
5억초과20억이하
(N=25)
52.0
52.0
40.0
24.0
12.0
4.0
0.0
4.0
8.0
4.0

20억초과
(N=20)
60.0
40.0
45.0
25.0
0.0
20.0
5.0
0.0
0.0
5.0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
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4. 인력운영 현황
2016년 대비 2017년 5월 말 종업원 수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는, 자사브랜드만 유통하는 업체에서 2016년 대비 2017년 5월 말
종업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전년대비 종업원수 증감률(2017년 5월 말 기준)
종업원 수 증감률

세부별 종업원 수 증감률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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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의 인력 현황은 평균 15.6명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클수록 평균 종업원 수가 많고,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 대비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평균 종업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종사자 규모별 현황
종업원 현황

세부별 종업원 현황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2015년 대비 2016년 종업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M 유통 업체
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종업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큰 업체와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종업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3> 전년대비 종업원수 증감률(2016년 기준)
종업원 수 증감율

세부별 종업원 수 증감율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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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43.0%가 종업원 수급 여건이 어렵다고 인
식하고 있다. 특히 자사브랜드 유통 업체와 매출규모가 큰 업체에서 종업원 수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종업원 수급여건
종업원 수급여건

세부별 종업원 수급여건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들의 채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직종
은 생산직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는 자사브랜드와 OEM 방식을 병행하는 업체가 생산직 채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규모별로는 매출이 큰 업체일수록
생산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채용이 어려운 직종
채용 어려운 직종

세부별 채용 어려운 직종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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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 임금수준의 차이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근로환경이 18.0%, 전문 인력 부족이 11.0%의 순으
로 나타났다.
연구직과 영업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 임금수준의 차이가 종업원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6> 종업원 채용 시 애로사항
종업원 채용 시 애로사항

세부별 종업원 채용 시 애로사항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5. 뷰티 관련 전시회/박람회 참가 경험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는 매년 KINTEX에서 열리는
‘K-Beauty Expo Korea’에 대해 92.0%가 인지하고 있으며, ‘K-Beauty Expo
Korea’에 직접 참가한 경우는 전체 약 17.6% 수준이다.
수출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K-Beauty Expo
Korea’에 참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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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경험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경험

세부별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경험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경기도가 주최하여 매년 KINTEX에서 열리는 ‘K-Beauty Expo Korea’ 참
가 및 관람 경험이 있는 업체 중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37.9%로 나타났다.
<그림 4-18>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경험을 통한 업체 경쟁력 향상 도움 정도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세부별 K-뷰티 엑스포 코리아 참가 경험을 통함 업체 경쟁력 향상
경험을 통한 업체 경쟁력 향상
도움 정도
도움 정도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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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는 해외 뷰티 관련 박람회/전시회
에 29.0%가 참가, 15.0%가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작고,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를 참가
및 관람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9>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경험
해외 뷰티 박람회/
전시회 참가 경험

세부별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경험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관람 경험이 있는 업체 중, 해외 뷰티 박람회/
전시회 참가 및 관람 경험이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1.4%로 나타났다.
화장품 업체 대비 기타 뷰티 제품 업체에서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관람 경험이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 5억 이하인 업체와,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해외 뷰티 박람회
/전시회 참가 경험이 업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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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경험을 통한 업체 경쟁력 향상 도움 정도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세부별 해외 뷰티 박람회/전시회 참가 경험을 통한 업체 경쟁력
경험을 통한 업체 경쟁력 향상
향상 도움 정도
도움 정도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6. 경영 성과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의 2016년도 매출액은 평균 38
억 8천 8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 대비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2016년도 매출액
매출액

세부별 매출액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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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의 2016년도 매출액은 20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는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가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가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수출경험별로는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 대비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2015
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는
2015년 대비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2015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세부별 매출액 증감률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 중,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의
2016년도 수출액은 14억 8천 2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는 OEM 방식 업체에서 2016년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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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2016년도 수출액
수출액

세부별 수출액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 중,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은 평균 28.4%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2016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매출액 대비 수출액

세부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 중,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의
2016년도 수출액은 2015년 대비 평균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는 자사 브랜드 유통업체에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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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매출규모별로는 매출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2015년 대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세부별 수출액 증감률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 중,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업체의
2016년도 연구개발비는 7천 6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2016년도 연구개발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수출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2016년도
연구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6> 2016년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세부별 연구개발비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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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 중,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평균 4.9%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작은 업체와,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2016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세부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가 인식하는 매출증대 제약 요인
은 동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처 납품가격 인하이 46.0%,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3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매출증대 제약 요인(1+2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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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방식별로는 OEM 업체에서는 동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과 거래처 납품
가격 인하 등을 매출증대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는
판로개척의 어려움, 홍보/마케팅 부족 등을 매출증대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출경험에 따라서는,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판로개척의 어려움, 홍보/
마케팅 부족 등을 매출증대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
의 경우, 동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 거래처 납품가격 인하 등을 매출증대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8> 세부별 매출증대 제약 요인(1+2순위)

자사
브랜드
(N=48)

유통방식
자사
+OEM
(N=17)

(N=35)

동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

47.9

82.4

60.0

42.1

79.1

거래처 납품가격 인하

33.3

64.7

54.3

29.8

67.4

판로개척의 어려움

45.8

17.6

28.6

47.4

18.6

홍보/마케팅 부족

33.3

17.6

5.7

26.3

14.0

마케팅/시장분석 능력
부족

12.5

0.0

14.3

17.5

2.3

해외시장 여건 악화

4.2

0.0

14.3

12.3

0.0

6.3

11.8

2.9

5.3

7.0

4.2

5.9

8.6

8.8

2.3

연구개발 역량 부족

2.1

0.0

8.6

5.3

2.3

종업원 인력수급의
어려움

6.3

0.0

0.0

1.8

4.7

1+2순위
(단위:%)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국내⋅외 대기업의
시장잠식

OEM

수출경험
경험
경험
있음
없음
(N=57)
(N=43)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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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뷰티산업 관련 업체가 매출증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강화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해외시장
진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방식별로 살펴보면, OEM 업체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강화 노력이 상대적
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에서는 기업 및 제품 홍보강
화, 기술차별화, 취급 품목/서비스 다양화, 마케팅/영업 인력 고용 증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경험별로는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기업 및 제품 홍보강화, 기술 차별
화, 취급 품목/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출경험이 없
는 업체는 가격 경쟁력 확보/강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세부별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1+2순위)
유통방식

수출경험

1+2순위
(단위:%)

자사
브랜드

자사
+OEM

OEM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가격 경쟁력 확보/강화

(N=48)
58.3

(N=17)
82.4

(N=35)
68.6

(N=57)
56.1

(N=43)
79.1

해외시장 진출/개척

35.4

64.7

40.0

42.1

41.9

기업 및 제품 홍보강화

35.4

23.5

22.9

36.8

18.6

기술 차별화

16.7

17.6

17.1

21.1

11.6

취급 품목/서비스 다양화

20.8

0.0

20.0

19.3

14.0

마케팅/영업 인력 고용 증대

16.7

5.9

8.6

8.8

16.3

R&D 투자 확대

8.3

0.0

5.7

8.8

2.3

시설증대/점포확장/리모델링

2.1

0.0

8.6

3.5

4.7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

2.1

0.0

2.9

1.8

2.3

연구개발 인력 확보

0.0

5.9

0.0

0.0

2.3

무응답

0.0

0.0

2.9

0.0

2.3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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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뷰티제조업 정책지원 선호도

1. 정책지원 분야 선호도
경기도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분야로 내수시장 판로확대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출/해외진출 확대가 55.0%, 제품
개발/인증이 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필요 정책지원 분야(1+2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자사브랜드 업체에서는 경기도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제품 개발/
인증을, OEM 업체에서는 내수시장 판로확대, 수출/해외진출 확대, 불공정거래 개
선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별 경기도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업체는 내수시장 판로확대, 불공정거래 개선을,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수출/해외진
출 확대, 제품 개발/인증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경기도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해외진출 확
대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는 내수
시장 판로확대를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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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세부별 필요 정책지원 분야(1+2순위)

1+2순위
(단위:%)
내수시장 판로확대
수출/해외진출 확대
제품 개발/인증
생산체계 고도화
인력수급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기업 간 소통과 협력

자사
브랜드
(N=48)
47.9
52.1
47.9
18.8
12.5
4.2
8.3
8.3

유통방식
자사
+OEM
(N=17)
52.9
64.7
23.5
11.8
29.4
5.9
11.8
0.0

OEM
(N=35)
74.3
54.3
25.7
17.1
2.9
11.4
2.9
5.7

수출경험
경험
경험
있음
없음
(N=57)
(N=43)
45.6
74.4
70.2
34.9
38.6
32.6
15.8
18.6
8.8
16.3
3.5
11.6
10.5
2.3
5.3
7.0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표 4-11> 세부별 필요 정책지원 분야(1+2순위)_매출규모, 종업원수

1+2순위
(단위:%)
내수시장 판로확대
수출/해외진출 확대
제품 개발/인증
생산체계 고도화
인력수급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기업 간 소통과 협력

5억
이하
(N=31)
67.7
45.2
29.0
12.9
9.7
16.1
6.5
9.7

매출규모
5억초과20억이하
(N=34)
67.6
67.6
47.1
11.8
2.9
0.0
0.0
2.9

20억초과
(N=25)
32.0
56.0
36.0
28.0
16.0
8.0
16.0
4.0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2. 정책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
1) 내수시장 판로확대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는 홍보 및 광고 확대,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브랜드

제4장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정책 수요조사

99

인증제도 도입,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OEM 업체는 판매접점의 확대, B2B 전문기업의 판로개
척을 위한 매칭 이벤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다.
매출규모가 적은 업체는 홍보 및 광고 확대, 판매접점의 확대,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B2B 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매칭 이벤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30>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내수시장 판로확대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2) 수출/해외진출 확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해외진출 확대’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사업은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35.0%,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2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는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수출 관련 제품
인증/임상시험 지원, 수출 관련 세무⋅법률 등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뷰티특화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및 참가 지원, 현지 파트너사/에이전시 발굴 및 신용도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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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OEM 업체는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
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수출, 해외진출 관련 행정
업무 지원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적은 업체는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
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수출 관련 제품 인증/임상시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필요
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해외 우수 바이어 발굴/관리 및 정보 제공, 뷰티특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참가 지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다.
<그림 4-31>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수출/해외진출 확대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3) 제품 개발/인증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제품 개발/인증’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사업은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 지원, 연구개발 지원기관 접근성 개선, 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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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상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은 기술지원과, 제품 평가
및 임상 지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2>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제품 개발/인증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4) 생산체계 고도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체계 고도화’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사업
은 품질관리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관리 지원, 화장품
중소기업 간 생산/물류 관련 공동화 사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는 생산관리 지원,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에 대한
지원 필요 성 인식이 높은 반면, OEM 업체는 품질관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매출규모별로는 매출이 적은 기업은 화장품 중소기업 간 생산/물류 관련 공동
화 사업을, 매출이 많은 기업은 품질관리 지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
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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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생산체계 고도화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5) 인력수급 개선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수급 개선’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사업은
기업홍보 강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 화장품 분
야 전문 인력 DB 구축, 전문 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매출규모가 적은 업체는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 인력 DB 구축에 대한 지
원 필요성 인식이 높으며,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근로환경 공동개선사업, 재직자
대상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4>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인력수급 개선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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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공정거래 개선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사업
은 화장품 분야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가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는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구개
발, 품질관리 지원 사업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은 반면, OEM 업체는 화장품
분야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35>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불공정거래 개선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7)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구축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구축’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K-Beauty Expo의 매력도 제고가 66.0%, 공공이용
인프라 확충/운영 32.0%, 경기도 뷰티산업 성장거점 육성이 27.0%의 순으로 나타
났다.
매출규모가 적은 업체는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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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K-Beauty
Expo의 매력도 제고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6>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공공인프라 구축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8) 기업 간 소통과 협력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간 소통과 협력’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사업은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58.0%, 공동브랜딩 사업 4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가 적은 업체는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공동브랜딩 사업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활성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37>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기업 간 소통과 협력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주력제품: 화장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기타 뷰티 제품: 색조, 기초, 기능성 화장용 제외 나머지
*유통방식: 자사브랜드: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위탁판매
OEM: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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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 총괄 선호도
예시로 제시한 전체 46개 세부사업을 망라한 총괄 선호도에 대한 응답결과로
서, 경기도 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
정보 수집 및 제공, 홍보 및 광고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세부사업 총괄 선호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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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제품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업체는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타 뷰티 제품 업체는
판매접점의 확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9> 주력제품별 세부사업 총괄 선호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는 홍보 및 광고 확대,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OEM 업체는 판매접점
의 확대,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0> 유통방식별 필요 세부 지원 사업(1+2+3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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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가 적은 업체는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지
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규모가 큰 업체는 홍보 및 광고
확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1> 매출규모별 필요 세부 지원 사업(1+2+3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국가별 화장
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홍보 및 광고 확대, 판매접점의 확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2> 수출경험 여부별 필요 세부 지원 사업(1+2+3순위)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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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뷰티서비스업 실태와 정책과제39)
2014년에 경기도내 181개 뷰티서비스업체(헤어, 피부, 네일)를 대상으로 경
영실태 및 정책수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황과 실태에 있어 현재
시점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과 정책수요 관련 응답결과는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은 조사대상 뷰티서비스업체의 표본특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표 4-12> 뷰티서비스업 설문참여 사업체 특성
구분
계
성별
매장의 위치
프랜차이즈 여부
주력업종

남성
여성
주택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숍인숍
가맹점포
독립점포
헤어
피부
네일

표본수(명)
181
26
155
29
145
7
35
146
60
61
60

구성비(%)
100.0
14.4
85.6
16.0
80.1
3.9
19.3
80.7
33.1
33.7
33.1

(1) 내방고객 현황
뷰티서비스업체의 일 평균 고객 수는 14.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는
헤어(22.2명), 네일(12.5명), 피부(7.6명) 순으로 업종간 큰 편차를 보인다. 점포당
고객수의 중앙값(중간순위 업체의 값)은 전체 10.0명, 헤어 15.0명, 네일 10.0명,
피부 6.0명 등으로 나타났다. 뷰티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점포수 또
는 종사자수)이 과밀한 상태이며 이는 곧 업체들간의 과열경쟁과 취약한 수익구조
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2) 매출 및 운영 현황

39) 2014년 실시한 뷰티서비스업 분야 사업체 및 전문가(1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췌, 재인용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 2014, 경기도 뷰티산업 실태와 발전과제, 4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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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뷰티서비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03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헤어업체의 월평균 매출이 1,83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
638만원, 네일 649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보인다. 월평균 매출액이 300
만원 이하인 업체의 비율이 평균 15.5%로서 생계 부담을 느낄 정도의 저소득 매장
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서비스 업계 전체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점포수 증가속도가 더 빨라 점포당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점포 과잉 상태는 업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3) 매출확대 제약요인
조사에 참여한 뷰티서비스업체의 매출 확대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유사업종간 경쟁심화, 실질소득 감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시장 수급문제와 직결된 것으로서 해당 사
업체의 역량과 무관한 외부 환경조건에 관한 문제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서비스/제품 경쟁력취약, 매장환경 경쟁력 취약, 서비스/제품 다양성 부족 등 내부
역량과 관련된 사항들을 매출확대 제약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뷰티서비스 사업체들은 개별 업체 내부역량보다는 외부 환경요인들을 매
출확대 제약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시장 수급상황이 악화되
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체의 역량배양 노력과 별개로 신규진
입 조절을 통한 공급감소가 시급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림 4-43> 뷰티서비스업체의 매출확대 제약 요인

주 :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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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포운영 애로사항
뷰티서비스업체들은 점포운영 시 고객관리, 가격경쟁력 유지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채용, 기술개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 가운데 응답률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인력채용, 기술개발, 서비스품질관
리, 기술동향 정보수집 등은 고객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내부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지원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에서는 재직자(현 종사자)에 대한 기술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개발, 서비스품질관리 등에 관한 점포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애로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피부, 네일 업종에 있어 기술재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4> 뷰티서비스업체의 점포 운영 애로사항

주 :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5) 성장을 위해 보강/강화해야 할 과제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위해 뷰티서비스업체들이 보강/강화해야 할 점
은 세일/쿠폰 등 프로모션 강화, 고객상담/관리 개선 등 마케팅 관련 개선과제에
대해 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관련된 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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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다양화, 기술의 차별화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4-45> 성장을 위해 보강/강화해야 할 점

주 : 1+2순위(가중치 적용) 평균: 1순위=100점, 2순위=50점, 없음/무응답=0점

(6) 경기도 지원정책 필요성
경기도 내 뷰티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업체
포화 상태로 치열해진 가격 경쟁 해결안 및 가격표준화 시행’, ‘업종간 거리 제한’,
‘불법/무허가 점포 단속 강화’ 등의 순으로 많은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가격질서, 진입규제, 불법영업단속, 자격증체계 등의 시장질서의 유지 및 합리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안사항들은 민간영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와 시장개입이 필요
한 사안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뷰티서비스업체들은 매출확대 제약요인으로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출혈경쟁과
소득감소, 즉 시장 내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수급불균형 해소에 필요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위한 공공의
시장개입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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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경기도 내 뷰티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관련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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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뷰티산업 실태와 정책수요 종합분석
1. 경기지역 뷰티제조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1) 사업체 일반 특성과 시사점

▶ 뷰티제조업체의 절대다수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
응답업체 가운데 종사자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60%(종업원수 전체평균
은 15.6명),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 92%(무응답 제외 산출, 매출액 전체
평균은 38.9억원) 등으로 나타나 뷰티제조업 전반적으로 영세성에 따른 자본력의
부족과 혁신역량의 부족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소기
업에 국한된 다양한 지원제도와 시책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지원정책들
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표 5-1> 종업원 수 및 매출규모 단순빈도 분포(2016 기준)
종업원수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5인 미만

36.0%

500백만원 이하

31.0%

10인 미만

24.0%

500백만원 초과~2000백만원 이하

34.0%

10인 이상

40.0%

2000백만원 초과

25.0%

계

100.0%

계

100.0%

종업원수 평균

15.6명

매출액 평균

3888.6백만원

*응답업체수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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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가 67%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41%)와 수출한 적이 있는 업체(16%)를 합쳐
67%가 수출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경험업체의 평균 수출
액은 1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뷰티제조업체들의 전반적인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참여율이 높은 것은, 소기업들조차 수출을 해야만 존립할 수 있을 정도로 뷰티
산업이 수출확대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 연구개발 참여업체가 73%로서 기술/제품 혁신이 활발한 산업
응답업체 가운데 독자적 연구개발(67%), 산학연 연계개발(6%) 등 연구개발을
하는 비율이 73%로서, 절대다수가 소기업임에도 연구개발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뷰티산업이 소비 트렌드의 역동적 변화와 짧은 제품주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존립이 가능한 업종이기에 시장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이 기업 생존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사브랜드와 주문자생산 간 업체규모나 수출참여율의 차이 약소
제품의 주된 유통방식의 분포는 자사브랜드 판매업체 비율 48%, 주문자상표
생산업체 비율 35% 등이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업체 비율은 17%에 해당한
다. 그런데 제품 유통방식에 따른 사업체 규모(종사자수, 매출규모)나 수출경험 등
의 특성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자상표 생산업체 가운데서도
납품대상이 대기업인 경우 특히 종사자수 및 매출 규모가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 수출활동 실태와 시사점

▶ 판로애로 문제 해소책으로 수출 활성화 및 수출국 다변화 필요
제품 판매/유통 애로사항으로, 수출유경험 업체일수록 판매채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반면 수출무경험(내수전문) 업체는 과잉경쟁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뷰티제조업 판매/유통 관련 정
책과제로 내수시장 과잉경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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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시장 편중에서 벗어나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
할 필요가 있다.

▶ 수출기업일수록 고용규모와 매출규모가 커지는 경향
매출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76%가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전체 수출기업 비중 4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곧 수출기업일수록 매출
규모가 높아지는 경향을 말해 준다. 마찬가지로 매출규모에 비해 약하긴 하지만
종사자 규모 또한 수출기업일수록 커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 자사브랜드 대비 주문자상표 전문기업의 수출성과가 더 높은 수준
자사브랜드 전문업체와 주문자상표 전문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30.3%와 29.6%로 유사한 반면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각각 822.4백만원과
3,095.8백만원으로 주문자상표 전문업체가 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응답업체 전체의 수출총액을 계산해 보아도 자사브랜드 전문업체 246.7억
원, 주문자상표 전문업체 619.1억원 등으로 추정되어 주문자상표 전문업체가 뷰티
산업 전반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사브랜드 전문업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뷰티제조업의 유통방식별 수출참여율, 매출대비 수출비중, 수출규모 등 현황
수출참여율
매출대비 수출비중
수출규모

전체
57.0
28.4
1482.1

자사브랜드
62.6
30.0
822.4

자사+OEM방식
41.2
19.7
514.7

OEM방식
57.1
29.6
3095.8

주문자상표 전문기업일수록 수출액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이들 기업
이 국내 기업과의 거래 외에도 외국의 다국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문자상표 제품
의 납품(이런 경우는 수출실적이 됨)도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외
수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주문자상표 전문기업의 육성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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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기업일수록 수출의존도가 높아 사드보복의 충격이 더 심각
수출 증감률 측면에서는 주문자상표에 비해 자사브랜드 전문업체가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의 사드보복 상황에서 자사브랜드 전문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특히 자사브랜드 전문업체일수록 고용규모
가 적은 소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위기대응력이 취약한 데 따른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대상국 다변화 추세
현재 중국시장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지만 동남아시아,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러시다, 호주 등 수출대상국이 다변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수출 신규
진입 업체일수록 중국과 동남아시아 편중이 강한 반면, 수출유경험 업체들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중/수출계획 중이라는 업체 비율이 33.3%로 중국(31.5%)보다 높고
일본도 22.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국 편중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 선진
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뷰티기업들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 수출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해외시장 변수를 제외하면 거래처 발굴, 무역/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 해외시장 정보 수집, 현지시장 인증 등의 순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기업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분야도 있지만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소될 여지가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수급개선, 해외시장 정보제공,
현지시장 인증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연구개발 실태와 시사점

▶ 대다수 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입이 매우 빈약하여 성과 창출에 한계
응답업체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율은 평균 73%이며 기업특성별로는 수출경험
업체(87.7%)와 수출무경험업체(53.5%) 간의 참여율에서 특히 현격한 차이를 나
타낸다. 또한 매출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연구개발 참여업체의 업체당 연구개발비 수준도 수출경험업체와 고매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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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높아지는 강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수출무경험업체(12.1백만원)와 매출
500백만원 이하 업체(12.5백만원) 등은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 남짓한 수준에 불
과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의 연구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든 여건이다.
<표 5-3> 뷰티제조업의 연구개발 참여율 및 업체당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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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험
경험
경험
있음
없음
57
43

73.0

87.7

53.5

67.8

73.5

80.0

76.9

105.5

12.1

12.5

51.2

206.3

전체
사례수
연구개발
참여율 (%)
연구개발비
(백만원)

500백만원
이하
31

매출규모
501~2000
백만원 이하
34

2000백만
원 초과
25

▶ 연구개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특성별 지원정책의 차별화
시설/장비, 자금, 인력 등 세 가지가 연구개발 핵심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으
나, 기업 특성별로 애로사항의 인식 수준에서 편차가 존재한다. 각 애로사항 요소별
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업집단들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부여하여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고용 및 인력수급 실태와 시사점

▶ 주문자상표 생산업체와 수출기업들이 뷰티제조업 고용성장 주도
2015년 대비 2016년, 2016년 대비 2017년 5월 등의 종업원수 증감 현황을
통해 주문자상표 전문업체와 수출유경험 업체들이 자사브랜드 또는 수출무경험 업
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고용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주문사상표 및 수출유경험 기업들의 고용증가세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여전히 절대적 고용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5억원 이하 저매출 기업과 자사브랜드 전문기업들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2017년 상반기에 고용이 역성장(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자사브랜드 기
업들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특히 중국
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사브랜드 소기업들이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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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표 5-4> 2016년과 2017년의 뷰티제조업 고용성장률 비교
(단위 : %)

유통방식

매출규모별

수출경험

연도

전체

자사브
랜드

자사+
OEM

OEM

5억
이하

5억초과~
20억이하

20억
초과

무
응답

있음

없음

‘15~‘16

+0.9

+0.5

+0.4

+1.7

-0.5

+0.8

+2.9

+0.7

+1.7

-0.2

‘16~‘17.5

+0.2

-0.1

+0.4

+0.5

-0.5

+0.6

+0.6

-0.2

+0.3

0.0

▶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순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
임금수준의 차이가 인력채용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나, 직종별로는 ‘생산직 <
연구직 < 영업직’의 순으로 임금수준 차이로 인한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업직의 인력
공급이 가장 부족하고 다음으로 연구직, 생산직 순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연구직이나 생산직보다 영업
직, 즉 판매/마케팅 전문직이 더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중소기업 경영진의 인식
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문항에서 ‘내수판매확대’와 ‘수출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인력공
급 확대라는 단순한 해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화장품산업에만 특화된 배타적 노
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과 기업들이 선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인력 수급개선은 화장
품기업들의 연봉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결국 기업성장, 즉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한 매출증대와 이익률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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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뷰티 박람회 실태와 시사점

▶ 킨텍스 박람회보다 해외 현지박람회의 효과가 더 높음
뷰티 박람회 참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향상 기여효과에 대해 킨텍스 개최(3.3
점, 긍정응답률 37.9%)보다 해외 현지 개최(3.6점, 긍정응답률 61.4%)의 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하위집단별로는 소규모(고용, 매출 모두 해
당), 기타뷰티제품, 수출무경험 등의 속성을 지닌 기업들에서 해외 현지박람회 참
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향상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 킨텍스와 해외 현지 박람회 만족도 비교
킨텍스 박람회

해외 현지 박람회

58개

사례수
1.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3.4%

2. 도움 되지 않았다

3.4%

3. 보통

44개
6.9%

0%

55.2%

4. 도움 되었다

37.9%

5. 매우 도움 되었다

34.1%
37.9%

0%

4.5%

4.5%
59.1%

61.4%

2.3%

계

100.0%

100.0%

평균(5점 척도)

3.3

3.6

(6) 매출증대 제약요인 및 대응노력 실태와 시사점

▶ 기업들은 과잉경쟁, 불공정거래 등 외부환경 측면의 문제를 매출증
대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인식
매출증대 제약요인을 네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면, 시장경쟁심화, 자체역량부
족, 불공정거래, 시장수요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장경쟁심화는 동
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 판로개척의 어려움, 대기업의 시장잠식 등 세 가지 요인
을 포함하며 이들 요인에 대한 1+2순위 응답률 합계가 99.0%에 달하여 거의 대다
수 응답업체들이 시장경쟁심화로 매출증대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거래처 납품가격 인하’와 같은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매출증대의 주요 제약요
인으로 지적한 응답업체는 46%에 달하며, 시장수요부족 측면의 문제를 매출제약
요인으로 지적한 응답업체도 13%에 이른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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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는 158%에 달한다.
한편으로, ‘홍보/마케팅 부족’, ‘마케팅/시장분석 능력 부족’, ‘연구개발 역량
부족’ 등 자체역량의 부족을 제약요인으로 지적한 업체 비율은 36% 해당한다. 결
국 내부요인(36%)보다 외부요인(158%)이 뷰티제조업체의 매출증대에 압도적으
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알 수 있다.
<표 5-6> 매출증대 제약요인 유형별 응답률 분포
(단위 : %)

유형

세부내용
사례수

전 체
(1순위)

전 체
(1+2순위)

100

100

동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

41.0

58.0

판로개척의 어려움

18.0

35.0

시장경쟁심화

국내⋅외 대기업의 시장잠식

1.0

6.0

홍보/마케팅 부족

11.0

21.0

자체역량부족

마케팅/시장분석 능력 부족

5.0

11.0

연구개발 역량 부족

2.0

4.0

불공정거래

거래처 납품가격 인하

15.0

46.0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4.0

6.0

해외시장 여건 악화

3.0

7.0

시장수요부족

계

100.0

99.0

36.0
46.0
13.0
200

▶ 매출증대 노력이 가격경쟁에 편중되었으나 정책지원 여지는 협소
66%(1순위 응답률 41%)의 응답자가 매출증대를 위해 가격경쟁력 강화에 애
쓰고 있다는 설문결과는 뷰티제조업 부문의 과잉진입에 따른 공급과잉 상황을 반영
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 강화는 원가절감 또는 이윤감소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데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 축소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고 이윤감소도 결과
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저하에 따른 인건비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혁
신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경쟁의 심화는 업계
전반의 이윤율 하락과 고용의 양과 질 저하, 그리고 부실기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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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뷰티제조업의 정책수요와 선택적 집중 방안
1)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비교 및 분야별 특징
‘내수시장 판로확대’와 ‘수출/해외진출 확대’ 등 판매활동과 관련된 정책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인증’ 등 제품력 강화 관련 정책지
원 필요성이 그 다음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다. ‘기업간 소통과 협력’, ‘공공인프라
구축’, ‘불공정거래 개선’ 등은 기업들에 있어 즉각적인 경영성과 제고로 이어지지
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호도(필요성 응답률)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각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기업특성 집단별 필요성 응답분포를 통해서 분야별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을 추출할 수 있는데, 내수확대는 주문자상표/수출미경
험/영세기업, 수출확대는 화장품부자재/수출경험/성장기업, 제품개발⋅인증은 자
사브랜드/성장기업 등이 정책지원 선호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정책지원 분야별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특성 집단을 해당 정책지원
분야의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선호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집단에 대해서도 정책지원 참여기회는 열어두어야 하지만, 정책의 투
입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의 밀도가 높은 집단에 대해 정책자원의
배분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표 5-7> 뷰티제조업 정책지원 분야에 대한 선호도 및 분야별 선호도 상위집단 분포
(단위 : %)

생산품목
정책지원 분야

선호도

내수시장 판로확대

46.5

수출/해외진출 확대

39.0

제품 개발/인증

32.5

생산체계 고도화

12.0

인력수급 개선

7.5

불공정거래 개선

5.0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3.5

기업 간 소통과 협력

3.0

화장
품

부자
재

유통방식
자사 주문
브랜 자상
드
표
■

■

수출경험
수출
수출
미경
경험
험
■

기업규모
영세
기업
■

■

■

■

■

■

■
■

■

성장
기업

■
■

주: 정책지원 분야별 선호도는 1순위(000점) 및 2순위(50점) 응답률을 가중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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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원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선호도 분포의 특징과 시사점
▶ 제품 개발/인증 분야
제품 개발/인증 분야는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
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금, 장비, 인력 등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연구개발의 방향설정에 기초가 되는 정보의 부족 해소를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생산체계 고도화 분야
품질관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지역 뷰티제조업체의
30% 이상이 GMP 인증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물류 관련
공동화 사업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GMP 인증지원과 큰
차이가 없는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잠재력이 작지는 않다고 판단된
다.

▶ 내수시장 판로확대
‘홍보 및 광고 확대’, ‘판매접점의 확대’ 등 매출증대에 즉각적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나
B2B 매칭 이벤트 등의 선호도는 다소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세부적 분석을 통해
B2B 매칭 이벤트처럼 OEM 등 특정 기업유형에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응답률 분포와 별개로 하위 집단별 선호도
분포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타게팅을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 수출/해외진출 확대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수출활동 지원보다는 사전
적 기획과 방향설정의 기초자료가 될 국가별 시장정보의 제공이 수출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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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 가장 갈증을 크게 느끼는 정책지원 요청사항이라 여겨진다.

▶ 인력수급 개선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기업홍보 강화’ 방식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인력 DB 구축이나 전문인력 아웃소싱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선호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현장 인터뷰에서 제안되었던 공동교육프로그램이나 공
동통근버스 등의 공동화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공동화사업의 경우 오
산기장산업단지와 같이 뷰티제조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에 적합한 특수한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거래 개선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다. 기술보호
장치 강화,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등의 구체적인 실행대안의 선호도 또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응답결
과는 기업들은 실태조사가 불공정거래 개선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구축
‘K-Beauty Expo의 매력도 제고’에 못지 않게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매우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정책지원서
비스 접근성의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갈증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기업 간 소통과 협력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공동브랜딩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보
다는 사업자단체의 활성화라는 소통/협력의 틀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기업
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공동브랜딩에
대해 1순위 응답률은 10%에 그치고 있어 공동브랜딩 사업의 전반적인 여건이 미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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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뷰티제조업 정책지원 주요 세부사업별 선호도 상위집단의 분포
정책
지원
분야

제품
개발
⋅
인증

생산
체계
고도
화
내수
시장
판로
확대
수출
⋅
해외
진출
확대

인력
수급
개선
불공
정거
래
개선

생산품목

세부사업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기술 지원
연구개발 지원기관 접근성 개선
제품 평가 및 임상지원
용기 개발/디자인 지원
금형개발비 지원
미생물 검사 및 안정성 검사 지원
품질관리 지원
생산관리 지원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
화장품 중소기업 간 생산/물류 관련 공동화 사업
홍보 및 광고 확대
판매접점의 확대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B2B 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매칭 이벤트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수출 관련 제품 인증/임상시험 지원
해외 한국화장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수출 관련 세무, 법률 등 상담, 컨설팅 제공
해외 우수 바이어 발굴/관리 및 정보 제공
기업홍보 강화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 DB 구축
전문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
근로환경 공동개선 사업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구개발, 품질관리 지원사업

유통방식
수출경험
기업규모
자사 주문
수출
화장 부자
수출
영세 성장
브랜 자상
미경
품
재
경험
기업 기업
드
표
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간
소통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협
력 공동브랜딩 사업

■
■

■
■

K-뷰티 엑스포 매력도 제고

공공
인프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라 공동이용 인프라 확충/운영
구축
경기도 뷰티산업 성장거점 육성

■

■

■

■

주 : ■ 표시는 정책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 응답결과에서 추출된 선호도 상위집단이며, 음영(
표시는 전체 46개 세부사업 대상의 선호도 응답결과에서 추출된 선호도 상위집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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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지역 뷰티제조업 육성 정책수요 종합분석
(1) 개별기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 종합평가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 각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제안들을 종합분석하여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8개 분
야, 46개 세부사업으로 재정리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경기도내
뷰티제조업 사업체 경영진들의 선호도, 즉 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을 설문조사하였
으며, 설문분석 결과는 정책수요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는 개별 기업의 직접적, 단기적 편익 측면에 치우쳐 판단
한 정책수요 선호도라는 점에서 이와 별개로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간접적(인프라
성격),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수요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별하였다. 결국,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의견과 공급자인 정책당국의 관점을 종합하여 정책수요
를 추출하고 정책대안별 중요도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다.
먼저, 46개 세부사업 대안에 대하여 ‘정책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와 ‘전
체 세부사업 선호도’를 종합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5-9>에서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 표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
은 46개 세부사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세부사업(응답률
3% 이상)에 해당하며, 글꼴이 크고 진하게 표현된 것은 특히 중요도가 높은 세부사
업(응답률 10% 이상)을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표는 개별기업 입장에
서의 중요도만 표현이 되어 정책 관점에서 의미가 큰 공공인프라 구축,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분야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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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개별기업 관점의 뷰티제조업 정책지원 세부사업 선호도 종합평가
분야별
세부사업
선호도

전체
세부사업
선호도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65.5

55.9

기술 지원
연구개발 지원기관 접근성 개선
제품 평가 및 임상지원
용기 개발/디자인 지원
금형개발비 지원
미생물 검사 및 안정성 검사 지원
품질관리 지원
생산관리 지원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
화장품 중소기업 간 생산/물류 관련 공동화 사업

25.0
15.5
12.5
9.5
8.0
2.0
62.5
36.0
25.0
22.5

5.9
2.7
2.2
3.9
3.7
3.5
5.6
2.7
8.8
4.0

홍보 및 광고 확대
판매접점의 확대

63.5
34.0

17.8
14.1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B2B 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매칭 이벤트

19.0
15.0

3.5
1.9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39.5
24.0

20.2
12.8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수출 관련 제품 인증/임상시험 지원
해외 한국화장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수출 관련 세무, 법률 등 상담, 컨설팅 제공
해외 우수 바이어 발굴/관리 및 정보 제공
기업홍보 강화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 DB 구축
전문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
근로환경 공동개선 사업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구개발, 품질관리 지원사업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공동브랜딩 사업
K-뷰티 엑스포 매력도 제고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동이용 인프라 확충/운영
경기도 뷰티산업 성장거점 육성

16.5
14.0
9.5
8.5
7.0
58.0
35.5
33.5
8.0
71.0
32.5
20.5
11.0
76.5
37.0
26.5
54.0
52.0
24.0
15.5

4.7
1.2
5.0
5.2
3.9
3.9
3.7
1.2
3.0
3.6
0.5
0.5
0.5
0.5
1.0
0.0
1.5
0.0
0.0
0.0

정책지원
분야

제품개발
⋅인증

생산체계
고도화

내수시장
판로확대

수출⋅
해외진출
확대

인력수급
개선

불공정거
래 개선
기업간
소통⋅
협력
공공인프
라 구축

세부사업

주: 설문에서 제시한 46개 세부사업 가운데 분야내부 상대 선호도가 특히 낮은 일부 사업들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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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업 관점과 정책적 관점을 포괄한 정책수요 종합평가
당초 설문조사에서 제시하였던 46개 세부사업을 내용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36개로 압축하였으며, <표 5-10>은 이들 36개 세부사
업에 대하여 개별기업 관점의 정책 선호도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정책적 관점의 중
요도 판단을 종합하여 각 세부사업별 중요도 및 사업유형 등을 표현한 것이다.
사업의 중요도는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사업유형은 ‘목표설정’, ‘지속추진’, ‘검
토보완’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진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하여 중요
도가 크게 높게 부여된 것으로는 공공인프라 구축 분야의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OEM/ODM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유형 가운데 ‘목표설정’ 유형은 사업의 성격이 일회성 지원에 적합하고 일
정한 기간을 두고 집중 시행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정책지원 수요를 충족시킨 이후
사업을 종료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유형이다. ‘지속추진’은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
한 사업으로서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한 사업 유형이다. ‘검토보완’ 은 사업의 필요
성과 중요성은 인정되나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과제이거나, 효과적인 실행방안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기도정 전체의 관점에서 뷰티산업 분야 정책자
원 투입규모의 제한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경기도 뷰
티산업 육성정책의 실행과제로 채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검토
와 보완을 거쳐 향후 정책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업유형이다.
그런데, 36개로 제시된 세부사업 대안들을 동시에 착수하고 시행하기에는 경
기도의 정책자원의 제약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착수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대다수의 사업들이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에 시급성의 수준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는 경기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경기도 담당부서 및 사업
집행기관의 실무적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세부사업별 시급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
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131

<표 5-10> 뷰티제조업 정책지원 세부사업(36개)의 중요도와 사업유형 구분
정책
분야

제품
개발
⋅인
증

생산
체계
고도
화
내수
시장
판로
확대

수출
⋅해
외진
출
확대

인력
수급
개선

불공
정거
래
개선
기업
간
소통
⋅협
력

공공
인프
라
구축

세부사업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국내외 기술/제품트렌드, 원료
정보, 화장품 법령 등)
기술 지원 (R&D 관련 컨설팅, 기술이전, 분석기술의 지원 및 정보 공유(HPLC,
GC/MS, UV/VIS, ICP 등))
제품 평가/인증/임상시험 지원 (미생물 검사, 수출관련 인증 등 포함)
용기 및 금형 개발/디자인 지원 (전문업체 육성, 소재/기능/디자인 개발 지원, 금형개발
비 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기관 접근성 개선 (시험/분석/평가/인증 서비스 전문기관/전문업체 확대
및 수급연계 활성화)
품질관리 지원 (공정관리 및 불량관리 등 컨설팅)
생산관리 지원 (원자재, 부자재 수급 및 물류체계 관리)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 (관련교육, 시설지원금, 공동시설구축 등)
생산/물류 공동화사업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물류시설 설립 지원 등)
홍보 및 광고 확대 (인터넷, SNS, 신문, 책자 등)
B2B 전문기업을 위한 매칭 이벤트 (원료, 부자재, OEM/ODM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 전시회 등)
판매접점의 확대 (면세점, 대형유통매장, H&B전문점, 홈쇼핑, 오픈마켓, 홈페이지 등)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운영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해외 한국화장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뷰티특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참가지원
포함)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현지 파트너사/에이전시 발굴 및 신용도 평가 지원
포함)
수출 관련 세무, 법률 등 상담, 컨설팅 제공 (수출 관련 행정업무 지원, 주요 언어권별
무역관련 외국어 전문가 지원서비스 포함)
해외 우수 바이어 발굴/관리 및 정보 제공
기업홍보 강화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에 우수 화장품기업 홍보 강화)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연구개발, 마케팅 등) DB 구축 및 구인구직 연계 강화
전문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 (수출입, 박람회, 법률, 통번역 등)
종사자 공동교육 프로그램 (신입직원 기본교육, 재직자 대상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등)
근로환경 공동개선사업 (지역단위 통근버스, 기숙사 등)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징벌적 배상제도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구개발, 품질관리 지원사업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적정 수익률 보장제 등)
화장품 분야 성과공유 모델 개발 및 보급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경기화장품협의회 역할강화, 기타 세부업종별/권역
별 협의체 구성 등)
기업간 소통/교류 활성화 (품목중복 등 과잉경쟁 예방,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세미나, 간담회 등)
중소기업 공동브랜딩 사업 (경기도주식회사 연계, 제품선정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거점기관 선정, 시장/기술정보 수집/
제공, 전문교육/컨설팅 등)
K-뷰티 엑스포 매력도 제고 (B2B요소 강화, 아시아권보다 유럽/남미 등 원거리 국가
바이어 전략적 유치 등)
공공주도 공동이용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 임대공단, 공공임대물류시설 등)
경기도 뷰티산업 성장거점 육성 (화장품 전문산단 추가개발, 뷰티관광 복합단지 개발
등)

목표
설정

지속
추진

검토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설문에서 제시한 46개 세부사업 중 내용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을 일부 통폐합하여 작성하
였으며, 이 경우 당초 사업들에 대한 선호도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통폐합 사업의 평가결과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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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티제조업 육성 정책수요에 관한 전문가 의견
기업체 설문조사와 별도로 뷰티제조업 분야 정책기관,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사업체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뷰티산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정책제안 등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 뷰티제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특히 참조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뷰티제조업 육성정책 관련 지자체의 역할 영역
화장품산업 관련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할이 크게 필요한 분야로는
해외진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이 많이 거론된다. 이에 더하여 신생기업 육성 지
원 또한 지자체의 정책적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 연구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의 중요성
연구개발의 경우는 화장품의 특성상 개발된 제품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관련
인증시험(신속성, 저렴한 비용 충족 필요)이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은 비용이나 장
비 부족, 장기간 소요 등의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임상시험 관련 장비를 중소기
업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험 장비의 공동이용 인프라를 구축하거
나 임상시험 대행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화장품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화장품은 “사치품” 성격이 강하여 인지도가 높은 고급 브랜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브랜드는 농축산물과 같은 지역성이 강한 토산품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
는데(예, 이천쌀, 횡성한우), 지역브랜드가 공산품 분야에서 고급 브랜드로서 자리
잡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스위스와 같이 국가 브랜드를 기업들의 제품 브랜드 가치
제고에 활용한 경우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성공
가능하며, ‘경기도’라는 지역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나 신뢰도를 확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도 화장품 공동브랜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원
제5장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133

래 독자 브랜드가 없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브
랜드 운영을 주도할 경기도의 브랜드 관리 역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경기도 화장품 공동브랜드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경기도(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한 소비상품인 화장
품 분야에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냉철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경기도 우수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도는 검토 가능
제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등의 제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브랜딩에 비해 제품의 우수성만 검증하여 이를 보증하는 인증 제도는 시도할 만하
다. 하지만, 유럽의 친환경 인증브랜드인 “에코 서트”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지도 높은 인증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인증브랜드의 관리주체가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희대피부생명공학센터와 같은 지역내 전문기관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수출/해외진출 관련 주요 지원과제
화장품 분야는 대기업이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수출이
성장을 위한 유일한 활로로 여겨진다. 사드 대책으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나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법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시장진입을 하기가 어렵다. 해외진출의 난관 극복 방안으로,
우선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별 상이한 제품기준 충족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중소기업으로서는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공공의 비용지원이
매우 긴요한 부분이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에서 무역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인건
비 부담이 커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 원료, 평가/인증, 용기/포장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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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원료’개발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시판제품 분야보다 원료개발 분야가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지속가능 경쟁
력 측면에서 더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도 원료업체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화장품 원료업체
는 거의 중소기업으로서 원료업체의 역량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된다.
‘평가/인증’ 관련 업체, 기관도 화장품 완제품 대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산업
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화장품 관련 외부인증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인증 전문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국내의 용기(포장재 포함) 관련 업체의 수준과 역량이 열악한 상황이다. 용기의
기능적 작동방식에 관한 기술개발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 업체의 기술수
준이 미흡하여 아모레퍼시픽같은 대기업 제품의 용기/포장에 수입품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대기업이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에 맞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OEM 방식의 경우도 생산품의 품질이 요구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다.

▶ 주문자상표 생산방식의 필요성과 의의
화장품 생산 중소기업의 독자브랜드화는 판로, 유통망 개척의 한계에 인해 실
패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독자브랜드화에 전념하기보다 주문자상표
생산도 병행하는 등 거래선 다변화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의 가장 유망한 성장전
략으로 여겨진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OEM, ODM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음에도 독
자브랜드화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적 이유로서, 유통채널을 장악한 대기업들이 마케
팅 전략과 제품 콘셉트를 결정하고 협력업체들은 생산, 납품을 전담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용 소비재가 아닌 사치성, 개성추구형 소비
재인 화장품은 소비자 접점을 장악하면서 소비시장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
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해 제품 혁신과 트렌드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과
함께 대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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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이 그만큼 협소해 지는 점은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뷰티산업 클러스터 육성과제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뷰티코스메틱밸리 육성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5년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 제주도’ 지역간 연계/분업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가 주관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안, 선정되어 실행하
였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하이테크(아모레퍼시픽, 야쿠르트, 샘표 등)와 제주도의
우수한 원료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로서 경기도내에서도 성남, 수원, 용인 등을
거점으로 하는 광역 밸리 구상과 병행 추진되었다. 경희대 센터가 주관한 초광역
뷰티산업 상생협력 사례는 대기업 주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의가 있으
며, 나아가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간 상생모델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3. 뷰티서비스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2014년 사업체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별도로 진행한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에
서 전문가들은 매우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였으나 상당수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이었고 경기도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제라 할 만한 것은 드물었다. 전문가들
의 제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첫째, 현장중심의 기술재교육 강화이다. 인력수급의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
해 우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재직자에 대한 기술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뷰티관련
교육기관(대학, 학원)에 현장전문가의 투입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과 자동자격증
발급 폐지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둘째, 준비된 창업과 투자 촉진이다. 샵 오픈시 일정한 전문자격 조건을 갖추도
록 자격제한제도를 강화하고 1면허 1업소 제도의 폐지를 통한 기업형 투자를 촉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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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K-뷰티박람회의 개선이다. 박람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하여 콘텐
츠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일반인들의 참여 확대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입규제의 도입, 강화이다. 창업 시 미용업소 간 거리제한, 자격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여 점포과밀 해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직접적
시장개입 방식의 진입규제는 소비자 편익감소, 기득권 보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
용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품질경쟁 유도로 시장질서와 수급균
형을 합리화하는 질적, 간접적 진입규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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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정책의 방향과 실행대안
1. 뷰티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1)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설정 방안
뷰티산업을 경기도의 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진흥조례까지 제정한 것은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뷰티산업 육성정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
며,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한 실천노력의 구체적인 지침 성격으로서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뷰티산업 육성정책은 지역내 소재하는 뷰티산업 분야 사업체의 전반
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성장을 촉진토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궁극적
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일자리 창출의 매개체인 기업이 목적 구현의 수단으
로서 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목표 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세부 시책사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의 부합성과 기여도
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목적의식에 충실한 집행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
이다.

2) 정책의 대상과 분야 설정에 있어 선택적 집중 방향
뷰티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잠재력 등의 가
치평가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정책지원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가 더 큰 기업들에 정
책자원의 투입을 집중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선택적 집중의 관점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달리 정책수단 제약이 큰 경기도로서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중
앙정부 정책에서 소홀한 부분이나 경기도가 강점을 가진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정
책자원의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조사분석 과정에서
정책지원 대상 또는 분야의 선택적 집중과 관련된 몇 가지 참조할 만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138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

▶ 첫째, 내수판매보다는 수출/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
수출기업일수록 매출규모와 고용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뷰티
제조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판매를 벗어나 수출, 즉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조
건임을 말해 준다. 즉, 뷰티제조업 육성정책에 있어 수출활성화가 핵심 분야로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은 중소기업의 독자역량으로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큰 부분이며 수출증가가 지역경제
의 총량적 성장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명분도 높은 편이다.

▶ 둘째, 연구개발 또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지원 영역이다.
뷰티제조업의 성장을 위한 일차적 조건은 해외시장 진출이지만, 해외시장 진출
의 성공은 국제적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셋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자사브랜드보다 주문자상표 분야 기업들
의 정책적 중요도가 더 크다.
자사브랜드 기업에 비해 주문자상표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다소 낮지만 수출총
액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주문자상표 전문기업으로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
여 일정 수준 기업규모가 성장한 이후 자사브랜드 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뷰티기업 성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자상표
전문기업을 주요 정책 타겟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화장품 완제품보다는 원료, 용기/포장 등 중간투입요소에 대한
정책지원이 더 중요하다.
화장품 관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화장품 원료’ 및 ‘포장⋅용기 디자인’ 분
야가 화장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완제품 생산 분야의 경우 R&D 지원보다
는 마케팅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천기술 성격이 미약한 제품차별화 측면
의 마케팅 지원은 지역산업 전반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보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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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과 제고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해 정책적 명분이 부족하다. 또한 완제품
분야는 제품수명주기가 매우 짧아 공공지원을 통한 제품개발보다는 기업주도의 신
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뷰티산업 육성 추진체계 및 전략과제
1) 뷰티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1)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
정책수요에 대응한 구체적인 시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그러한 과업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 등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인프라 구축 분야의 세부사업들 가운데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
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지원조례에 명시된 ‘뷰티산업 진흥센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이다. 다
만, ‘진흥센터’라는 공공주도형 사업전개의 느낌이 나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수
요대응형 지원기관이라는 의미의 ‘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하다가 향후 ‘진
흥센터’로의 확대개편을 검토하는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는 개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사업지
원과 더불어 정보제공, 인력수급, 교류협력 등 지역내 뷰티기업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서비스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전문성의 제약이 큰 업무 또는
사업의 경우는 여타의 공공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소기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지역내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
경기도내에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오산시 소재)와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
터(수원시 소재) 두 기관이 화장품과 밀접한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전문기관의 역량과 전문성, 조직형태 등 제반 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정책의 파트너 집행기관으로서 적정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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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과 창업,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수행할 역량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으나, 두 기관의 핵심 영역이
다소 상이하고 각각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 화장품 안전관리, 실험
실공동시설활용, 중국시장개척 지원사업, 해외 판매시장 개척지원, 인력양성, 국가
별 피부특성은행,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
구원은 설립시에 경기도가 출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출연 목적에 충실하다
는 측면에서 이 연구원을 경기도정에 활용할 필요성과 명분이 있다. 민간기관인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의 경우 경기바이오센터 내에 입주하여 오랜 기간 경기지
역 기업체들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경기도의 뷰티산업 연구개발 관련 시책사업의 위탁운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으로, 핵심영역이 화장품 분야는 아니지만 관련성이 다소 높은 편인
경기바이오센터의 경우 경기도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뷰티산업 지원센터와의 긴
밀한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적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자단체의 활성화 및 역할 확대
사업자단체는 회원 사업체들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시장
정보의 제공, 종사자 교육⋅훈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물류⋅마케팅⋅연구개
발 등의 공동화사업, 제도개선 건의 등의 대관업무, 제품 시험⋅평가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역할
을 충실히 할 때 회원사들에게 사업자단체의 존재가치가 커지고 회원사 증가 및
회비⋅사업수익 증대를 통한 재정적 자립도 또한 상승하는 선순환 모델이 자리잡
을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뷰티제조업 분야 사업체들은 사업자단체의 활성화 필요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사업자단체인 ‘경기화장품협의회’의 역
할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아울러 사업자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경
기도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 또한 시사해 준다. 장기적으로는 경기화장품협의회가
재정적 자립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 및 독자사업 전개를 추구함이 바람직하나, 그러
한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일정부분 경기도의 측면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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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장품협의회 외에 뷰티서비스업 분야에는 헤어, 피부, 네일 등 세부업종
별로 다양한 경기도 단위의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
스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아우르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업종간의 이해갈등 조정과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등 업종간 협의체의 필요성과
주요 어젠다에 관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뷰티산업 육성 핵심 전략과제
(1)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관련정보의 효율적 수집⋅전달체계 구축
뷰티제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수요로는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즉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해외진출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 및 해외 화장품시장 관련정보
의 수집/제공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적지 않음에도 기업들은 그러한 정보에
대한 갈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가 원활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또하나의 공급자가 되기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원활하게 연계시
키는 정보유통 및 정보매칭 측면에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가 이와 같은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
⋅전달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방법은 다양한 온
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정보동향 소식지의 발송과, 개별기업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병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의 역할 수행에 있어 업무연계가 필요한 정보의
생산⋅공급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우선적 고려대상이
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allcos 홈페이지(www.allcos.biz) 운영을 통해 국내
정부지원사업, 해외시장정보, 화장품원료정보, 화장품법령 등 화장품 관련 시장동
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단위(해외시장트렌드예측조사), 월단위(글로벌시장
동향조사), 주단위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장정보 전달체계
를 갖추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의 생산을 위해 외국의 뷰티관련 정책동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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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FDA), 미국(FDA), 일본(후생성), 유럽(유럽연합회) 등의 현지 관련기관으
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뷰티시장 동향은 현지의 파트너사를 통해
시장조사를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외에도 경희대피부생명공학센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한화장품협회, 코트라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뷰티산업
분야 기술동향과 해외시장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원료, 평가/인증, 용기/포장 등 중간투입요소 부문의 육성
화장품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화장품 시판제품보다 화장품 ‘원료’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화장품 원료업체는 거의 중소기업으로서
원료업체의 역량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인증’ 분야
는 화장품 연구개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화장품 관련 외부인증기관이 증가하
고 있으며, 전문화된 인증 전문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의 ‘용기
와 포장’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국내의 용기(포장
재 포함) 관련 업체들은 디자인, 소재, 성능 등 제반 품질 요소의 수준과 역량이
외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장품 산업 가치사슬의 중간투입요소들인 원료, 평가/인증, 용기/포장 등의
분야를 전략업종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화장품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전략업종 해당 개별기업 단위로 연구개발, 마케팅,
인력수급 등 제반 분야를 망라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들 전략업종 기업들의 판로확대 지원방안으로, 중간투입요소 관련기업
들은 대부분 B2B 방식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B2B 전문 박람
회 참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킨텍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K-뷰티 박람회가 B2C 분야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바, 원료, 소재, 용기,
포장, 평가, 인증 등 중간투입요소 생산업체들을 위한 전시, 판매, 거래의 장을 확대
하는 등 참가유인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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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트렌드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기반 제품혁신 촉진
정부에서는 화장품 시장의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수요대응형 신기술개발
과 기술융복합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친환경, 항노화, 개인별 맞춤형 화
장품 분야와 신경과학, 피부과학의 접목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
며,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는 뷰티디바이스, 뉴트리코스메틱과 같은 융복합 산
업의 육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뷰티산업 미래전략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의 핵심지역인 경기도의 뷰티산업 육성정책에서 적극 반영하여 정부 차원의 관련정
책을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기도의 특화 시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
다.
경기도 차원의 단기적 대응과제로는 시장수요가 증가추세인 기능성화장품 분
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3종에
서 10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추가된 기능성화장품 분야 가운
데 경기도 전략육성 제품분야를 선정하고 중점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개발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특히 많은 실정이다. 기능
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아토피, 여드름 등)에 대한 품목당 비용이 2천~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중소기업이 지불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자금지원 방안이 우선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뷰티분야 기술창업 및 신생기업 지원
기존기업보다 신생기업의 육성이 공공정책의 역할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관련 지원정책이 경기도 차원에서 미
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경기바이오센터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최종 제품화 영역
이 화장품 외에 의료, 식품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 화장품이라는 제품 영역에 집중,
특화하여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시스템 또는 지원주체의 확립이 요구된다.
지역내 관련 전문기관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또는 경희대피부생명공학센터
와 연계하여 경기도 화장품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입주공간, 연구개발장비 등 기본
적인 창업보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는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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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시험분석, 정보제공(시장동향, 제품동향), 기술재교육, 시장개척 등 화장품 분야
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통한 협
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경기바이오센터 등 광교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기관들이 창업보육 관련
공간을 일부 구비하고 있으나 화장품 뷰티분야 창업기업 전용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물리적 입주공간이 없이도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뷰티산업의 지역특화 발전전략
경기도 내 지자체간, 경기도와 여타 광역지자체 간의 다양한 차원의 지역간
뷰티산업 특화, 분업 및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모델 지향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뷰티산업의 특화요소, 강점 및 차별화 양상을 파악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단위 상생모델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개별적
으로 특정 상생협력 프로젝트에 참여케 하는 방식과 불특정 다수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공동화 사업(원자재 구매, 생산, 연구개발, 판매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전국 뷰티산업의 지역간 분업,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
향하며, 이 때 경기도는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R&DB 거점으로서 ‘하이테크(연구개
발기능 집중) + 마케팅(국내외 소비시장 접점)’ 분야를 경기도의 핵심 특화요소로
설정하고 이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3. 정책지원 분야별 주요 시책과제와 실행방안
1) 연구개발/인증 지원
뷰티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 수출 → 매출증대 →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뷰티제조업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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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천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적 지원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산학협력 등 외부자원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연구 인프라 미비, 자금 부족 등의 열악한 여건
아래에서 보다 질 높은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연구개발 인프라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등)이 구비한 R&D 인프라의 제공, 지역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
한 R&D 지원, 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대학과의
산학협력 연구개발은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품 평가/임상시험 지원
화장품의 특성상 개발된 제품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관련 평가와 인증시험(신
속성, 저렴한 비용 충족 필요)이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은 관련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내 뷰티 중소기업을 위한 시험 장비의 공동이
용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평가/임상시험 대행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약 20%의 뷰티제조업체들이 ‘제품 평가 및 임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지원 수요가 상당한 규모이고, 특히 평가/임상은 일회성이 아닌 반
복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에서 임상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잠재수요
충족 수준을 조사하여 사업확대 규모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문기관을 활용한 우수 화장품 인증 방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지도 높은 인증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
서 쉽지는 않다. 인증브랜드의 관리주체가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경희대피부생명공학센터와 같은 지역내 전문기관이 그러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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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전문기관 명의
로 인증서(또는 인증브랜드)를 발행하고 경기도는 인증비용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
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증기관이 기관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인증업무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사업별 정책수요 편차 고려
연구개발/인증 분야는, 자본력이 취약하여 연구개발비 투입이 절대적으로 미
약한 수준에 있는 수출무경험, 종사자 5인 미만 집단의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원방법은 자금지원, 시설/장비지원, 인
력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부사업별로는 기술정보
및 개발경험 제공은 OEM업체, 개발자금 및 시설/장비 지원은 소규모 내수업체,
인증/임상비용 지원은 소규모 수출업체 등의 집단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바, 세부 시책별 핵심 대상집단의 선택적 집중을 통한 정책의 효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생산체계 고도화
▶ 품질관리 지원
생산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 품질관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품질관리는 생산현장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분석과 실행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은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GMP 인증 지원사업 지속
설문분석 결과 경기지역 뷰티제조업체의 최소 30% 이상이 GMP 인증지원 사
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GMP 인증지원 수요가 아직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경기도 화장품 제조업체수 787개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787개의 30%인 236개 업체가 인증지원 수요집단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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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등록업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매년 약 50개 업체, 5년간
25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5년 한정 사업으로 GMP 인증지
원 사업을 당분한 지속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뷰티업종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경기도 소재 뷰티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자재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동구매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뷰티제조업 분야
의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한 잠재수요가 확인되었지만 뷰티서비스업 분야의 미용관
련 사업장들도 각종 기자재와 소모품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공동구매는 경기도와 같은 제3자가 거래 당사로서 직접 참여하기 어렵
고 사업자단체나 협동조합 등이 공동구매사업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부문에서의 공동구매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
터’에 공동구매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거나 공동구매사업 희망 사
업체(구매와 판매 양측 모두 해당)들을 모집하고 조직화하여 상호 협상⋅거래 활동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수시장 판로확대
▶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
기업의 개별적 노력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외부환경적 제약요인을 제외한 내부
역량 요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단기적 대응과제가 될 것이다. 마케
팅 역량제고를 위한 단기대응 과제로서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지원, 경기도 뷰티제
품 공동브랜드 도입 등이 실행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화장품 내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공동브랜딩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수출용 공동브랜딩에 대해서는 검토
여지가 있다. 공동브랜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높지는 않지만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이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기업집단을 대상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과 창출을 이룬 후에 참여기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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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도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판로개척 및 제품판매 촉진 지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또는 ‘안테나 숍’의 출점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기도
주식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 경기도 인증 우수 중소기업 화장품 전문 코너를 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브랜딩 단계가 아닌 단순 인증제도 단계에서
는, 인증 화장품 판매업체와 경기도주식회사 간에 직접 판매위탁 등의 계약체결이
필요하며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연계, 지원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 수출/해외진출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사드보복의 충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에 의하면 수출시장 다변화 대상으로 1순위는 동남아시아(응답률 총계 75%), 2순
위는 미국(33.3%), 3순위는 일본(22.2%) 등으로 나타났다.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미개척 국가들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수출지원
정책에서 큰 비중을 부여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수출시장 다변화 핵심 타겟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국에 ‘화장품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중이라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센터는 중국의 현지정보 파악, 인허가 관련 업체 알선, 위조품
현황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 현지유통판매량 조사분석, 비즈니스미팅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가 경기
지역 뷰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국 현지 종합지원센터, 코트라 해외무역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해외 현지 사무소인 GBC 등 외국에 설치된 각종 현지 무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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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우수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 연계 지원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시장진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유능한 현지 에이전트의 확보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화장품 중소기
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주요 타겟 국가별로 우량 에이전트 풀을 확보하여 중
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활용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
다. 특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국가별 시장동향 조사 등의 사업진행을 통해 확
보한 현지 파트너 업체, 기관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사업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경기도가 공조하여 진
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영세 수출기업의 통관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강구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절대다수가 소상공인 수준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
에 수출대상 국가별 상이한 제품기준 충족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비용부담으로 무역
전문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 직원의 재교육, 시니어 전문가
지원, 아웃소싱 서비스 등 대안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세부사업별 우선지원 대상의 선별 방향
해외시장 정보제공, 현지시장 인증지원 등의 경우 수출무경험/계획중 업체들
이 특히 지원수요가 높게 나타나므로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현지박람회 참여효과는 크지만 참여경험율은 낮은 소규모, 수출무경험
업체들에 대하여 해외 현지박람회 참가기회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해외 현지 박람회 운영방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50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

5) 인력수급 개선
▶ 우수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우량 뷰티기업 홍보사업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기업홍보 강화’ 방식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 인력수급과
관련된 기업홍보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등의 인력양성기관과 취업정보사이트 등
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우량 뷰티기업들을 소개하는 홍보책자 또는 홍보영상물을
제작, 배포, 노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홍보는 지원대상 사업체수
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개별 업체 입장에서 효과성이 높은 홍보지원사업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또다른 실행대안인 전문인력 DB
구축과 아웃소싱 플랫폼 구축은 경력직 전문인력의 수급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연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 보조금 지원
우수인력 확보와 경영성과 제고는 상호적 인과관계를 이루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의 선순환이 작동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정책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우수인력 확보의 제약요인인 지불능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재정의 한
시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고용정책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기업성장 기여도가 높은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전문인력 고용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또한 정책적 정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 보조금 지원방안을 우선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마케팅, 무역 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경력
직 신규채용시 매달 1백만원씩 1년간 1,200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되 해당
직원이 2년 미만 재직시에는 회사와 직원이 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토록 약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반환약정 실행근거 등 세부 시책내용
및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화장품산업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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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장품 제조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
내 화장품산업 관련 적절한 커리큘럼이 많지 않고, 입사 후 재교육이 필요한 실정이
나 학교 외 산업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뷰티산업 특화 전문인력의 절대적 공급부족 해소를 목표로 정규 교
육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산-관-연(업계-경기도-연구기관) 3자 협력에 의한 주문
식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Sector Council
개념의 업계 공동 인력양성-취업연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업계(경기화장
품협의회가 주도)에서 수요조사-취업연계를 주도하고 경기바이오센터/경희대피부
생명공학센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경기
도는 연수 프로그램 실행비용과 연수 참여수당 등의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형
태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 방식은 특히 마케팅보다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용될 여지가 큰
데, 화학, 바이오 등 유관 전공분야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에서의 최소 6개
월 이상의 장기 연수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한 후 지역내 뷰티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연수 대상자 모집인원,
프로그램 내용, 연수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경기지역 뷰티기업들의 전문인력 채
용수요 조사를 토대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행 검토
뷰티 관련 사업체가 밀집하여 뷰티전용산단의 성격이 강한 오산가장산업단지
의 경우 대중교통 불편에 따른 구인난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해소
책으로 공동통근버스의 운행 필요성을 제기하는 업체도 상당수이다. 따라서 가장산
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통근버스 운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용수요에 대산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하며, 제반 법규에 따른 공동통근버스
운영 여건 검토 및 행정적 절차가 요구된다. 공동통근버스에 대한 수요와 운영여건
에 대한 제반 제약조건을 종합하여 운행 필요성과 타당성, 소요비용 등의 추진방향
이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 시흥시(시화국가산단, 시화MTV), 안산시(반월국가산단), 파주시(파주출
판문화정보국가산단) 등 네 곳의 산업단지에서 공동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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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경기도에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공동통근버스 운영허용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리고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지자체(오산시), 운영주체(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
단지협의회) 등의 공동통근버스 운영허가와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가 완료되면 입
찰을 통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운행하게 된다. 특히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세부항목 중 고용환
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산업단지에 한하여 최대 5억원의 공동통근
버스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0개 산업단지가 공동통근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지만 실제 운행중인 곳은 4개 국가산업단지에 그치
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공동통근버스 운행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며, 가장산업단지의 경우도 공동통근버스 운행을 추진하기에 앞서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뷰티서비스업 종사자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제품이 아닌 사람에 체화된 기술과 기능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서비스업
의 특성 상 뷰티서비스업의 발전에 있어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기업화된 프랜차이즈 미용업소에 비해 독립점 형태의 미용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숙련도의 차이와 최신 유행기술 습득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자체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독립점으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뷰티서비스업 발전과제로 경기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독립 미용업소 종사
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미용기술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재직자에 대한 기술재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뷰티
서비스 업종별 경기지역 사업자단체들이 주관하는 회원업소(비회원업소도 포함 가
능)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프랜차이즈와 독립점 형태 미용업의

40) 김채만 외(2017),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1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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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나아가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동반성장
▶ 화장품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기업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정경제과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연
계하여 뷰티제조업 분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때 특화산업과가 조사를 주관하되 공정경제과에서 선행 경험을 공유, 제공하는 방
식으로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기업(완제품)과 중소기업(원료공급) 간 동반성장 방안
중간투입요소 가운데 특히 중요한 화장품 원료 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
하여 중소 원료업체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제고를 대기업이 지원하고, 경기
도 또한 원료업체의 홍보, 교육, 시설개선 등에 대한 측면지원을 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1) 이와 관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R&D 지원사업 중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경과원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기술개발 과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
술개발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여 1.5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원료업체) 역량강화 지원이 대기
업(완제품)의 성과 제고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선순환이 대기업과 경쟁 중소기업(완제품) 간의 제품경쟁력
격차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원료업체) 입장

41)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상품들은 자체생산을 하기 때문에 완제품의
OEM/ODM 비율이 높지 않은 대신 화장품 원료, 용기, 포장 등의 중간투입요소는 대부분 외부시장거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간투입요소의 품질이
완제품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중간투입요소의 품질이 미흡하여 고급
제품일수록 중간투입요소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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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거래처 다변화보다는 특정 대기업 의존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을 우려도 있
다. 대기업이 특정 중소기업의 역량제고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여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우려된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대기업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에 이
익이 되기도 하지만, 특정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머물지 않고 거래처를 국내외 대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거나 독자 브랜드 완제품 업체로 진화하는 등 궁극적으로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정책적
명분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화장품산업 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확충이라는 상위 목표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동반성장 시책사업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간 업종별/권역별 소통⋅교류 플랫폼 구축
뷰티제조업체들의 매출증대 제약요인과 매출증대 노력 2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대략 40~60%의 뷰티제조업체들이 과잉경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잉경쟁 문제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역할의 당위성이 충
분치 않으며, 과잉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제품분야별 수급동향과 전망 등 시장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간 자율조정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매개로 한 경기지역 뷰티기업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가급적 동질성이 높은 하위
업종 및 권역 단위로 해당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의 포럼, 세미나,
연찬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소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간 마련
과 경비 지원 등의 측면 지원을 하고 사업자단체들이 교류 행사를 총괄 주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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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대안 요약
다음의 <표 5-11>는 사업체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책수요들에 연구
진의 아이디어를 일부 추가하여 종합정리한 것으로, 경기도 뷰티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검토대상 시책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표에는 각 시책과
제의 정책수요(시급성, 기대효과 등) 측면과 정책공급(업종특화시책, 지자체적합시
책, 시책개발수준 등) 측면의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반영 우선순
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시책과제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경기도 뷰티산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시책과제들의 계획반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장단기 시행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표
에서 제시한 정책반영도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책
과제들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및 정책반영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경기도 정책당
국의 실무적 검토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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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경기도 뷰티산업 중장기 육성정책 반영대상 시책과제 요약
정책 유형
추진체계
구축

핵심
전략과제

연구
개발
⋅
인증
생산
체계
고도
화
내수
시장
판로
확대
정
책
지
원
분
야

수출
⋅
해외
진출
확대

인력
수급
개선

동반
성장

세부 시책과제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
지역내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자단체의 활성화 및 역할 확대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관련정보의 효율적 수집⋅전달체계 구축
원료, 평가/인증, 용기/포장 등 중간투입요소 부문의 육성
소비트렌드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기반 제품혁신 촉진
뷰티분야 기술창업 및 신생기업 지원
뷰티산업의 지역특화 발전전략
산학협력 등 외부자원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
제품 평가/임상시험 지원
전문기관을 활용한 우수 화장품 인증 방안
기술 지원
품질관리 지원
GMP 인증 지원사업 지속
뷰티업종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생산관리 지원
물류공동화 지원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
판로개척 및 제품판매 촉진 지원

정책반영도주)
■
▣
▣
■
▣

▣
■

■
▣

■
▣

홍보 및 광고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 연계 지원
영세 수출기업의 통관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강구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해외 한국화장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K-뷰티 엑스포 매력도 제고
우수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우량 뷰티기업 홍보사업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 보조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행 검토
뷰티서비스업 종사자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 DB 구축 및 구인구직 연계 강화
전문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
뷰티제조업 종사자 공동교육 프로그램
화장품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대기업(완제품)과 중소기업(원료공급) 간 동반성장 방안
중소기업 간 업종별/권역별 소통⋅교류 플랫폼 구축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중소기업 공동브랜딩 사업

■
▣

■
▣
▣
■

■
▣

주 : 정책반영도는 세부 시책과제의 정책수요(시급성, 기대효과 등) 측면과 정책공급(업종특화시책, 지자체적합시
책, 시책개발수준 등) 측면의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반영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
는 시책과제들만 ■(매우 높음), ▣(높음) 등의 약호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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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 연구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에 근거한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은 전문가 자문 및 심층인터뷰, 기업들의 정책선호도 설문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요 조사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접근을 핵심으로 하되 정책공급자
입장에서 중요시되는 추진체계 구축, 선택적 집중 전략 등에 관련된 정책대안은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의 성
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의 수준차이는 있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대안은 가급적 빠짐없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5장 제2절에
연구결과로서 추출된 정책대안이 최종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최종 정책대안의 구성형태는 조사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정책지원 분야별
평면적 구분방식에다 추진체계 구축과 핵심 전략과제라는 유형을 추가한 점이 특징
적이다. 정책수요자가 아닌 정책공급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정책
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단위사업들간의 연계와 통합, 중요사업에 대한 선택적 집
중으로 정책의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는 일 또한 넓은 의미의 정책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40개의 시책과제를 요약해 보면, 먼저 추진체계 구축과 관
련하여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 ‘지역내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자단체의 활성화 및 역할 확대’ 등 세 가지 시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를 정책반영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평가하였다. 정책반영도
는 정책수요(시급성, 기대효과 등) 측면과 정책공급(업종특화성, 지자체정책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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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책개발수준 등)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반영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
과로서, 실제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전략과제로는 5개의 시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관련정보의 효율적 수집⋅전달체계 구축’을 정책반영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선정
하였다. 정책수요 조사결과에서 ‘제품개발 관련 정보제공’과 ‘수출/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두 시책과제의 지원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과제의 중복
성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시책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정보제공 다음
으로 정책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핵심 전략과제는 ‘원료, 용기/포장 등 중간
투입요소 부문의 육성’이다. 화장품 완제품 부문은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응용기술
과 디자인 차별화에 치중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과밀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
촉진 외에는 정책적 지원의 명분이 미흡한 데 비해, 중간투입요소 부문은 화장품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핵심 전략과제를 제외한 6개 정책지원 분야별로 총 32개의 시책과제를 제안하
였다. 각 분야별로 정책반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 시책과제로는, ‘제품 평
가/임상지원’(연구개발⋅인증 분야), ‘GMP 인증 지원사업 지속’(생산체계 고도화
분야),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내수시장 판로확대 분야),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수출⋅해외진출 확대 분야), ‘우수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우량 뷰티기업
홍보사업’ 및 ‘뷰티서비스업 종사자 기술재교육 프로그램’(인력수급 개선 분야, 2개
시책과제), ‘화장품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동반성장 분야) 등 7개 과제
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반영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시책과제로
는, ‘산학협력 등 외부자원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연구개발⋅인증 분야), ‘뷰
티업종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생산체계 고도화 분야), ‘판로개척 및 제품판매 촉
진’(내수시장 판로확대 분야), ‘영세 수출기업의 통관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강구’
(수출⋅해외진출 확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행 검토’(인력수급 개선 분야, 2개
시책과제), ‘중소기업 간 업종별/권역별 소통⋅교류 플랫폼 구축’(동반성장 분야)
등 7개 과제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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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정책제언
1) 수요자 중심의 접근에 충실한 정책시스템 지향
뷰티산업은 새롭게 발생하고 성장과정에 있는 신산업이라기보다는 역사가 오
래되고 성숙단계에 도달한 전통산업의 범주에 더 가깝다. 신산업이 아닌 전통산업
에 가깝다는 사실은 산업육성 정책의 수요자가 기존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IT 관련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경우 신기술 기반 신생기업 지원이 핵
심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뷰티산업은 업계에 이미 자리잡은 기성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크다. 다시 말해 전통산업에 해당하
는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은 중요성이 높은 제품 및 기술 분야를 미리 선정하
고 이를 집중 지원하는 공급자주도형의 접근이 아닌, 현존 사업체들이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과제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수요
자중심의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부 공공주도형의 기술개발 촉진
사업이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도 뷰티산업 육성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성
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뷰티산업 육성정책은 수요자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연구결과로서 제시한 40개 시책과제의 절대다수는 기업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시된 시책과제들이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모두 담길 수는 있으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매년 기업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재검토하여 시책사업의 선택과 배제, 그리고 우선순위의 설정이 이루어지
는 수요대응형 정책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의 주관
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반영도 평가결과 역시 현 시점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년 수립하게 될 시행계획을 위해서는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책
반영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2) 정책공급자로서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의 역할
그런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책사업의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장은 사업자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이 정책 추진에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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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경기도 지역단위의 사업자단체
가 업종별로 다수 존재하지만 업종대표성(회원수)이나 조직역량이 취약한 상태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정책추진 역량이 성숙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경기
도의 공공정책집행기관인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수요
자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모델이라는 기본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요
구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개선과 혁신의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형태와 수행업무 등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센터 설립⋅운
영 및 조직구성 방안은 하나의 예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체계(안)

<표 6-1>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수행업무(안)
1단계

단계별

2단계

기 간

‘18 ∼ ‘20

조직⋅인원

센터장(1), 1팀 3명(팀장 1, 팀원 2)

센터장(1), 2팀 6명(팀장 2, 팀원 4)

* 기반구축(센터구축, 통합정보제공,
소재은행 구축 및 운영)

* 기반구축(센터구축, 통합정보제공, 소
재은행 구축 및 운영)

* 기업지원(사업수행/관리)

* 기업지원(사업수행/관리)

업무
주요내용

‘21 ∼ ‘27

* 지역협력시스템 운영, 글로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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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주도형 산업발전 모델과 사업자단체의 역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단체가 재정기반과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뷰티산업 육성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요자주도형의 산업발
전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 때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제3섹
터 형태의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화장품, 미용 등 업종 중심의 사단법인이 활성화되
어 민간주도형의 산업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전국단위 사업자단체인 대한화장품협회의 경우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의
업무영역으로 예상되는 기업지원사업들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는 바, 경기도 지역단위의 민간주도형 뷰티산업 육성체계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민간주도형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시행되는 정책사
업을 주관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6-2> 사업자단체의 기업지원업무 영역 : 대한화장품협회 예시
⋅
⋅
⋅
⋅
⋅
⋅
⋅
⋅
⋅
⋅
⋅
⋅
⋅

화장품 법규,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정책관련 제도 개선 정보 제공
정부 기관의 고시 등 정보 전달
워크샵 등을 통해 회원사와 공동 제도개선 방안 모색
세미타, 심포지엄,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간담회 안내 우선 제공
법규집 등 정책자료 무료 배포(비회원은 실비 부담)
화장품 생산실적 및 정보 제공
화장품 수출입 관련 법규 및 절차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참가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
광고자문, 화장품성분사전 등록 신청시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
월간 추진업무 회원에게 제공

4)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반영 시책사업 및 소요예산 제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방향, 인력의 양성
계획,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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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해당하며, 조례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시행계
획’은 예산사업으로 확정된 ‘단기계획’이라 할 수 있다.
<표 6-3>와 <표 6-4>에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에 따라 수립하게 될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할 시책사업들을 소요예산(1차년도 및 5개
년) 추정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의 말미에 경기도 뷰티산업 중장
기 육성정책에 반영할 시책과제들을 집약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현 시점
에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재선별한 결과이다. 정책
분야 구분은 기존의 분야들을 일부 통폐합하고 명칭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세부사
업 내용은 앞서의 시책과제들을 예산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일부 조정하고 세분화하
기도 하였다. 소요예산은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개략적인 추정치이므로 연차
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의 목표가 설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비예산 사업들은 대부분 뷰티산업 지원센
터 내부인력이 직접경비를 활용하여 기획, 실행할 과업들에 해당한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시책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년간 약 354억, 1차년도에만
약 6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국비활용사업과 계속사업 소요예산 5년간 155억원(1
차년도 25억)을 제외하면 신규 소요예산은 5년간 214억원, 1차년도 41억원으로
예상된다. 정책분야별 5개년 소요예산은 마케팅⋅수출 분야가 139.5억원(38.9%)
으로 가장 많지만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소요예산은 핵심전략과제 분야가
94.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계속사업인 ‘해
외 한국 화장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 5년간 80억원으로 가장 많지만 신규
사업 가운데는 ‘중간투입요소 분야 제품개발 지원’과 ‘첨단 뷰티제품 분야 선정 및
제품개발 중점 지원’ 2개 사업이 각각 5년간 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
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6-3>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책분야별 5개년 소요예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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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추진체계
구축

핵심
전략과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수출

인력수급

동반성장

총액
358.9억원

27.2억원
(7.6%)

94.3억원
(26.3%)

61.3억원
(17.1%)

139.5억원
(38.9%)

36.0억원
(10.0%)

0.7억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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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부사업 및 소요예산 추정
(단위: 억원)

정책 분야
추진체계
구축

핵심
전략과제

연구개발
⋅
생산

마케팅⋅
수출

인력수급

동반성장

세부사업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내 뷰티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자단체 활성화 및 역할 확대 (컨퍼런스 개최 지원)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관련정보의 효율적 수집⋅전달체계
구축 (정보동향 소식지 정기 발행)
원료, 평가/인증, 용기/포장 해당 분야 제품개발 지원
등 중간투입요소 부문 육성 뷰티소재은행 구축⋅운영
소비트렌드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기반 제품혁신 촉진 (첨단
뷰티제품 분야 선정 및 제품개발 중점 지원)
뷰티분야 기술창업 및 신생 전문기관 연계 창업지원
기업 지원
공간,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뷰티산업의 지역특화 발전전략
지역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R&D 지원
개별기업 직접 비용지원
제품 평가⋅임상시험 지원
전문기관 위탁 <계속사업>
품질관리 지원 (전문가 컨설팅)
GMP 인증 지원 <계속사업>
뷰티업종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운영 (원부자재 공동구매)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 (공동브랜드 시범사업 실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통관관련 인허가 비용지원
영세 수출기업의 통관비용
시니어⋅전문인력 아웃소싱
및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수출다변화 국가 집중)
해외 한국 화장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계속사업>
킨텍스 K-뷰티 엑스포 개최 <계속사업>
우량 뷰티기업 홍보책자 제작⋅배포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 보조금 지원 (R&D, 마케팅, 무역 분
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동통근버스 운행 (가장산단 대상)
뷰티서비스업 종사자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전문인력 DB 구축 및 구인구직 연계 강화
화장품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대기업(완제품)과 중소기업(원료공급) 간 동반성장 지원 (경
과원의 구매조건부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활용)
업종별/권역별 뷰티기업인 소통⋅교류 플랫폼 구축 (포럼/연
찬회 등)
합계

소요예산
1차년도
5개년
4.00
26.0
0.23

1.2

0.32

1.6

5.00
4.50

25.0
16.5

5.00

25.0

3.00
2.24

15.0
11.2

3.00
2.00
2.00
1.05
4.00
0.50
1.00

15.0
10.0
10.0
5.3
20.0
1.0
7.0

1.00

5.0

1.50

7.5

2.0
12.00
4.00
0.10

10.0
80.0
30.0
0.5

2.40

12.0

0.90
3.0주)
0.80

4.5
15.0주)
4.0

0.30

0.3

0.08

0.4

65.92

358.9

주 : 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 예산은 국비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도비 투입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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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Policy for Promoting
Beauty Industry in Gyeonggi-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Beauty Industry, enacted in
Gyeonggi Province. To this end, it aims to present the long-term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beauty industry in the Gyeonggi Provi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by policy sectors.
The research methodology is focused on developing policies based on
on-site policy demand surveys, such as professional consultative
meeting, in-depth interviews, and policy preference surveys.
As a result of the study, 40 policy measures were taken to implement
the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beauty industry. It has also presente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background, necessity, basic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alternatives for most measures. The following nine measures have been
assessed to have a very high degree of policy reflection priorities :
- Installation of the Support Center for Beauty Industry in Gyeonggi
Province
- Developing an efficient collection and delivery system of information
related to R&D and overseas markets
- Support for product certifications / clinical test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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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ous support for GMP certification
- Support for improved marketing capabilities
- Establish a one-stop export support service system
- Support for the advertisement of high-quality beauty companies
to attract superior talent
- Reeducation services program for beauty service workers
-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ses in cosmetics manufacturing sector
Given the importance of the customer-oriented approach for the
promotion policy of the beauty industry,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40
policy measures presented by the study reflect the needs of companies.
Moreover, all of the proposed measures may be contained in the
comprehensive plans for the next five years, but for the establishment
of yearly implementation plans,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measures and to establish priorities of the
measures each year, and then set up a demand response policy system.
In this regard, the proposed priorities assessment of th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researchers only reflects the
policy demand at this point, so for the implementation plan to be
established annually, a reassessment of the policy demand to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demand survey.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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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화장품 및 뷰티산업에 대한 정부, 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개념정리
구분

화장품⋅뷰티산업 정의 및 범위

<정의>
보건복지부 ▶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 화장품법(화장품)
<범위>
▶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 이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업
⋅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미용업
⋅ 화장품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정의>
▶ 없음
- 화장품법(제2조 화장품의 정의)
⋅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식품의약품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안전처
물품은 제외
<범위>
▶ 없음
- 화장품법(시행령, 시행규칙)
⋅ 화장품 제조판매업, 수입유통판매업
<정의>
▶ 뷰티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등의 제조⋅생산⋅개발과 관련된 산업
<범위>
한국보건 ▶ 뷰티산업을 크게 뷰티서비스 산업, 뷰티제조 산업으로 구분하고, 뷰티산업과 관련
산업진흥원 된 산업은 뷰티 연관 산업으로 구분함.
-뷰티서비스산업 :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2011)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뷰티제조산업 : 뷰티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등 제
조, 생산, 개발과 관련된 산업
-뷰티연관산업 : 의료, 패션, 식품, 관광, 문화, 쇼핑 등과 같이 뷰티산업과 직ㆍ간
접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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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장품⋅뷰티산업 정의 및 범위
<정의>
▶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뷰티산업을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범위>
▶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
(2009)
-뷰티산업의 범위를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업과 그
와 관련된 미용기기⋅용품 등의 제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
⋅ 화장품, 성형, 패션⋅의류, 스파 등(광의의 뷰티산업) 이미 제도 개선 중이거나
발전 방안 모색중인 분야는 제외
<정의>
▶ 삼성경제연구소(2002)
-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술력이나 마케팅만으로 경쟁사를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적 가치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기법으로 뷰티의 개념을 새로운
경쟁자산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뷰티산업을 정의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 아름다움, 감동, 매력 등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
는 용품, 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뷰티산업으로 정의

연구기관

<범위>
▶ 삼성경제연구소(2002)
-뷰티산업은 좁은 의미에서는 미용(美容), 특히 화장품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미적(美的)디자인, 감동, 체험, 세련됨 등이 가미된 다양한 체험과
소비를 포함하는 산업을 의미함.
-삼성경제연구소는 미적(美的)성질의 강약을 제품 체화와 미적 체험을 구분하는
종(縱)축과 고객 접점의 표리(表裏)를 횡(橫)축을 기준으로 미관(美觀),미품(美
品), 미모(美貌),미담(美談)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해 뷰티산업을 정의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광의의 뷰티산업은 미적 디자인, 감동, 세련됨 등이 가미된 다양한 체험과 소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성형, 패션, 디자인, 스파(spa), 영상, 헬스, 화장품, 이⋅미
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두피관리, 가발 등을 포괄함.
-협의의 뷰티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결부되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형, 화장품,
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두피관리, 가발, 스파 등을 말함.
-한편 뷰티서비스 산업을 “아름다움, 감동, 매력 등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는 서비
스”로 정의하였으며, 그 범위를 성형, 패션, 디자인, 스파, 영상, 헬스, 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로 기술하고 있음.
자료 : 충청북도(2014).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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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요실적
구분

해외시장
정보
수집⋅분석

내용

사업실적

비고

해외소비자 심층조사*

11개국

누적 보고서 제공수 3,000개사

글로벌시장동향조사*

41개국

누적 보고서 발간 143회

글로벌코스메틱포커스*

42개국

매월1회

해외시장 예측조사*

2개국

보고서 제공수 500개사

온라인수출 가이드북*

41개국

모바일, PC제공

특허⋅상표정보시스템*
종합
지원
센터
운영

1,296,730건 5개국

231종
(‘11~’16년) 누적보고서 제공수 2,850개사
활용 기업수 2,850개사
화장품 안전성 이슈성분
안전성 평가 DB구축 2,995건
분석 연구 모노그래프작성,
61종
화장품안전
효능평가*
관리
국가별 화장품 원료 규제
51개국
원료별 누적 조회 수 200여만회
DB구축*
(‘11~’16년)
화장품원료 안전성
평가연구*

실험실공동
시설활용
중국시장개척
지원사업
해외 판매시장
개척지원

EU화장품 규제 대응
지침서 발간*

3건

화장품 품질관리 지원

16,909항

미생물 교육

17회

화장품산업 정보 포털
구축*

allcos 포털

중국시장개척지원

25개사

현장계약 20억, 상담액 110억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

9개국
(중복 포함)

판매 54.6만 달러(누적), 바이어
상담 448건

누적 보고서 제공수 850개사
품질분석지원
방부력, 미생물 실습교육
모바일, PC제공

화장품 GMP전문인력양성 65회 3,426명 만족도: 86%
인력양성

화장품 산업입문교육

16회 1,110명 만족도: 89%

화장품 마케팅교육

8회 407명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피부측정 및 설문*

13개국
누적보고서 제공수 2,850개사
(17개 지역)
누적 조회수 : 35만명
(‘11~’16년)

세미나 개최

글로벌시장, 피부특성,
안전성평가

17회

만족도: 83%

-

주 : *온라인 제공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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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경기도 주최 뷰티박람회 추진경과
규모
(부스)

참관객

2009

349

5만4천명

2010

178

3만1천명

2011

191

3만4천명

2012

272

3만6천명

810

4만1백명
(해외바이어 623명)

경기도,SBS/킨텍스

540

3만9천명
(해외바이어 673명)

경기도/킨텍스, 코트라

581

4만2천명
(해외바이어 1,010명,
130개사(28개국))

경기도/킨텍스, 코트라

653

4만7천명
(해외바이어 1,459명,
200개사(34개국))

경기도/킨텍스, 코트라

태
국

150
(103
개사)

12,358명
(태국현지 8,232명, 그 외 국가
4,126명)

경기도/킨텍스
동시개최 : Beyond Beauty
Asean Bangkok(BBAB)
World Spa & Well-being
Convention(WSWC)

베
트
남

210
(160
개사)

태
국
킨
텍
스

연도

2013
2014

장
소

킨
텍
스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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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경기도,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뷰티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경기도,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뷰티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아시아디자인센터
경기도/뷰티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경기도/뷰티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180
(120
개사)

킨텍스(한국): 80개사
100부스(경기도 기업 40개사
이상)
Informa(베트남 및 해외): 80개사
110부스
12,358명
(태국현지 8,232명, 그 외 국가
4,126명)

경기도/킨텍스
동시개최 : Beyond Beauty
Asean Bangkok(BBAB)

700

(10월 예정)

경기도/킨텍스,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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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킨텍스,
Informa Exhibitions

<부록 4> 뷰티산업 육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
응답자 기본 사항

회사명

응답자성명

소속부서/직위

전화번호

Sq1. 귀사의 현재 종업원(상용근로자) 수는 (2017년 5월말 기준) 몇 명인가요?
_______ 명 (외국인 포함. 단, 대표자 제외)
* 종업원(상용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
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 가족 종
사자, 파견종사자 등은 제외
면접원 정보
면접원 성명

내용 검수 결과

면접일시

2017년 ______월

______일
슈퍼바이저

면접소요시간

(

)시 (

)분부터 (

합/불

)분간

다음은 귀사의 생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A1. 귀 업체의 기본사항에 관해 아래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력제품
2. 주력 세부품목
(1가지만)

3. 주된 유통방식
(화장품 생산업체만)

①
①
⑤
⑨
⑫
⑮
①
②
③
⑤

화장품 ② 화장품 원료 ③ 화장품 부자재(포장, 용기 등) ④ 기타 (
)
어린이용 제품류
② 목욕용 제품류 ③ 인체 세정용
④ 눈 화장용
방향용 제품류
⑥ 염모용 제품류 ⑦ 색조 화장용
⑧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⑩ 면도용 제품류 ⑪ 기초 화장용
기능성 화장용
⑬ 체취 방지용 제품류 ⑭ 화장품 원료
화장품 용기
⑯ 화장품 포장
⑰ 기타(
)
자사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직접판매
자사브랜드 제품 유통업체 위탁판매
주문자상표 제품 대기업 납품
④ 주문자상표 제품 중소기업 납품
조달납품
⑥ 기타 (
)

A2. 귀사의 제품 생산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단순노무직 인력 부족
② 생산기술직 인력 부족
③ 생산시설 개선 자금 부족
④ 보관창고 등 물류시설 부족 ⑤ 공장 임대비용 부담
⑥ 기타 (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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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귀사의 제품 판매/유통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영업/마케팅 인력 부족
② 판매채널의 부족(판로개척)
③ 유사제품 난립, 과잉경쟁
④ 발주처의 횡포(가격, 물량 등)
⑤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미비
⑥ 운송/배달 장비와 시설 부족
⑦ 기타 (
)

다음은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사의 수출 현황에 대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경험 여부
2. 수출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의향
3. 수출방식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만)

①
③
①
③
④

현재 하고 있다
②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수출 경험 없다
현재 하고 있다
② 추진 중이다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의향은 있다
추진 계획 없다

① 직접수출 (해외 현지법인, 현지 파트너사, 해외 바이어 등)
② 간접수출 (국내 위탁판매업체 납품, OEM/ODM 납품)

4.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해외시장 국가(모두 기입해
주세요)

B2. 귀사가 수출활동 또는 계획 시, 느끼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만 기입해 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① 무역전문인력/마케팅인력 부족
② 글로벌경기침체, 사드 등으로 인한 해외시장위축
③ 무역금융 활용 애로
④ 기업 신인도 부족
⑤ 거래처 발굴 문제
⑥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⑦ 현지 A/S 체제 구축 곤란
⑧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요구
⑨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
⑩ 기타 (
)

다음은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사의 주된 연구개발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②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③ 대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④ 연구개발과 무관
⑤ 기타 (
)
C2. 귀사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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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라 2가지만 기입해 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① 개발인력 확보
②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
③ 기술개발자금 부족
④ 기술정보 부족
⑤ 기술 유출
⑥ 기술협력 파트너 부족
⑦ 정부의 기술지원제도 불편
⑧ 기술개발경험 부족
⑨ 기술도입 비용 과다
⑩ 인증, 임상시험 비용 과다
⑪ 기타 (
)

다음은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D1-1. 귀사의 종업원(상용근로자) 현황(2016년 기준)을 기입해 주세요.(외국인 포함.
단, 대표자 제외)
D1-2. 귀사는 2015년 대비 2016년 종업원(상용근로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였습니까?
D1-3. 귀사는 종업원(상용근로자) 수급이 얼마나 수월하십니까?
구분
전체
종업원
수

D1-1.
인원수(명)

명

D1-3. 종업원 수급여건 정도

D1-2. 종업원 수 증감 (2015년 대비)
어려움
①감소(

)명

②변화없음 ③증가(

)명

보통

수월함

①------②------③------④------⑤

* 종업원(상용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거나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
자, 파견종사자 등은 제외
D2. 귀사에서는 다음 중 어느 직종의 종업원을 채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① 사무직 ② 영업직 ③ 연구직 ④ 생산직 ⑤ 기타(
)
D3. 귀사는 00(D2 응답값) 직종의 종업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수준의 차이
② 기업의 근로 환경
③ 복지혜택 부족
④ 전문 인력 부족
⑤ 고용의 불안정
⑥ 문화여가 시설 부족
⑦ 편의시설 부족
⑧ 교통 불편
⑨ 기타 (
)

다음은 뷰티 관련 전시회/박람회 참가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귀하는 경기도가 주최하여 매년 KINTEX에서 열리는 ‘K-Beauty Expo Korea’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귀사는 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
까?
① 알고 있고, 부스를 설치해 참가한 적이 있다
② 알고 있고, 방문하여 관람한 적이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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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고 있지만, 방문해보진 않았다
④ 잘 모른다
☞ ③, ④ 선택 시 E3으로 이동
E2. (E1의 ①② 응답자만) 귀사는 ‘K-Beauty Expo Korea’ 참가(방문)해본 적이 있는
데, ‘K-Beauty Expo Korea’ 참가(방문)는 귀사의 기업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도
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도움 되지
않았다

보통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3. 귀사는 해외 뷰티 관련 박람회/전시회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참가한 적이 있다
② 관람한 적이 있다
③ 참가 또는 관람한 적이 없다
E4. (E3의 ①② 응답자만)귀사의 해외 뷰티 관련 박람회/전시회 참가 또는 관람 경
험은 귀사의 기업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도움 되지
않았다

보통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사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와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F1. 귀사의 2016년도 매출액 및 수출액, 연구개발비 현황은 어떠합니까?
F2. 그럼, 2015년 대비 증감은 어떠한가요? 수출액과 연구개발비는 해당 기업만
응답해 주세요
항목

F1. 금액

F2. 2015년 대비 증감 여부

1. 매출 총액

백만원

① 감소 (

)%

② 변화없음

③ 증가

(

)%

2. 수출액

백만원

① 감소 (

)%

② 변화없음

③ 증가

(

)%

3. 연구개발비

백만원

① 감소 (

)%

② 변화없음

③ 증가

(

)%

F3. 귀사의 매출증대와 관련한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기입해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①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② 홍보/마케팅 부족
③ 판로개척의 어려움
④ 국내⋅외 대기업의 시장잠식
⑤ 거래처 납품가격 인하
⑥ 동종업체간 과다⋅출혈경쟁
⑦ 종업원 인력수급의 어려움
⑧ 연구개발 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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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마케팅/시장분석 능력 부족
⑪ 기타 (
)

⑩ 해외시장 여건 악화

F4. 귀사가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만 기입해 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① R&D 투자 확대
② 기술 차별화
③ 기업 및 제품 홍보강화
④ 취급 품목/서비스 다양화
⑤ 해외시장 진출/개척
⑥ 가격 경쟁력 확보/강화
⑦ 연구개발 인력 확보
⑧ 마케팅/영업 인력 고용 증대
⑨ 시설증대/점포확장/리모델링 ⑩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
⑪ 기타 (
)

다음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G1. 다음과 같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 중 귀사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만 기입해 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① 제품 개발/인증 (R&D컨설팅, 기술이전, 시험/분석, 평가/인증, 용기디자인 등)
② 생산체계 고도화 (품질관리, 생산관리, C-GMP인증, 원자재 공동구매, 물류시설 등)
③ 내수시장 판로확대 (제품홍보, 유통매장 입점, 거래처 발굴, 직거래 시스템 등)
④ 수출/해외진출 확대 (해외시장 정보, 해외 박람회 참가, 현지 인허가/통관 업무, 우수 바이어 등)
⑤ 인력수급 개선 (전문인력 DB구축, 재교육 프로그램, 복지/통근/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등)
⑥ 불공정거래 개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저입찰제, 성과공유, 기술보호장치 등)
⑦ 기업 간 소통과 협력 (조직화, 네트워크, 정보교류, 세미나, 공동브랜드 등)
⑧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K-Beauty Expo 개선, 원스톱 지원서비스, 뷰티산단 개발 등)
⑨ 기타 (

)

G2. 귀사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 분야
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부 지원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을 말씀해 주세요.
G2-1. 가장 필요한 “제품 개발/인증”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①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국내외 제품트렌드, 원료정보, 화장품 법령 등)
② 기술 지원 (R&D 관련 컨설팅, 기술이전 등)
③ 분석기술의 지원 및 정보 공유 (HPLC, GC/MS, UV/VIS, ICP 등)
④ 제품 평가 및 임상지원
⑤ 금형개발비 지원
⑥ 용기 개발/디자인 지원 (전문업체 육성, 소재/기능/디자인 개발 지원, 금형개발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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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생물 검사 및 안전성 검사 지원
⑧ 연구개발 지원기관 접근성 개선(시험/분석/평가/인증 서비스 전문기관/전문업체 확대 및 수급연계 활성화)
⑨ 기타 (
)
G2-1. 제품 개발/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추진 방안에 대한 귀하
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2-2.
①
②
③
④
⑤

가장 필요한 “생산체계 고도화”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품질관리 지원 (공정관리 및 불량관리 등 컨설팅)
생산관리 지원 (원자재, 부자재 수급 및 물류체계 관리)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 (관련교육, 시설지원금, 공동시설구축 등)
화장품 중소기업 간 생산/물류 관련 공동화 사업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물류시설 등)
기타 (
)

G2-2. 생산체계 고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귀하
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2-3. 가장 필요한 “내수시장 판로확대”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① 홍보 및 광고 확대 (인터넷, SNS, 신문, 책자 등)
② 판매접점의 확대 (면세점, 대형유통매장, H&B전문점, 홈쇼핑, 오픈마켓 등)
③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시스템 구축
④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⑤ B2B 전문기업(원료, 부자재, OEM/ODM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매칭 이벤트 (상담회, 전시회 등)
⑥ 기타 (
)
G2-3. 내수시장 판로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귀하
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2-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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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수출/해외진출 확대”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뷰티특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참가 지원
해외 한국화장품 전시회(예, K-Beauty Expo Bangkok)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수출 관련 제품 인증/임상시험 지원
수출 관련 세무‧법률 등 상담‧컨설팅 제공
수출, 해외진출 관련 행정 업무 지원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현지 파트너사/에이전시 발굴 및 신용도 평가 지원
해외 우수 바이어 발굴/관리 및 정보 제공
주요 언어권별 무역관련 외국어 전문가 지원서비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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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 수출/해외진출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2-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장 필요한 “인력수급 개선”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기업홍보 강화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에 우수 화장품기업 홍보 강화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 DB 구축(연구직, 경력직 등) 및 구인구직 연계 강화
전문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수출입, 박람회, 법률, 통번역 등)
지역단위 통근버스, 기숙사 등 근로환경 공동개선사업
신업직원 공동교육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생산직 아카데미 등)
기타 (
)

G2-5. 인력수급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2-6.
①
②
③
④
⑤
⑥

가장 필요한 “불공정거래 개선”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화장품 분야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적정 수익률 보장제 등)
화장품 분야 성과공유 모델 개발 및 보급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징벌적 배상제도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구개발, 품질관리 지원사업
기타 (
)

)

G2-6. 불공정거래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2-7. 가장 필요한 “기업간 소통과 협력”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①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경기화장품협의회 역할강화, 기타 세부
업종별/권역별 협의체 구성 등)
② 품목중복 등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지역내 기업간 정보교류 활성화 (온라
인 네트워크, 세미나, 간담회 등)
③ 경기도 화장품 중소기업 공동브랜딩 사업 (경기도주식회사 연계, 공동브랜
드 제품 선정, 공동브랜드 제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④ 기타 (
)
G2-7. 기업간 소통과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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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8. 가장 필요한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구축” 부분 세부사업 : 1순위 (
)
2순위 (
)
① K-Beauty Expo의 매력도 제고 (B2B요소 강화, 유럽/남미 등 원거리 국가
바이어 전략적 유치 등)
② 경기도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거점기관 선정, 시장/기술
정보 수집/제공, 교육/컨설팅 등)
③ 공동이용 인프라 확충/운영 (공공개발 임대공단, 공공임대물류시설 등)
④ 경기도 뷰티산업 성장거점 육성 (화장품 전문산단 추가개발, 뷰티관광 복
합단지 개발 등)
⑤ 기타 (
)
G2-8. 뷰티산업 공공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
해 의견을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3. 앞서 제시한 세부 지원사업들 가운데 귀사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만
차례로 기입해 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
지원 분야

제품
개발/인증

생산체계
고도화

내수시장
판로확대

수출/해외
진출 확대

세부 지원사업
1. 화장품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국내외 제품트렌드, 원료정보, 화장품 법령 등)
2. 기술 지원(R&D 관련 컨설팅, 기술이전 등)
3. 분석기술의 지원 및 정보 공유 (HPLC, GC/MS, UV/VIS, ICP 등)
4. 제품 평가 및 임상지원
5. 금형개발비 지원
6. 용기 개발/디자인 지원 (전문업체 육성, 소재/기능/디자인 개발 지원, 금형개발비 지원 등)
7. 미생물 검사 및 안전성 검사 지원
8. 연구개발 지원기관 접근성 개선 (시험/분석/평가/인증 서비스 전문기관/전문업체 확대 및 수급연계 활성화)
9. 품질관리 지원 (공정관리 및 불량관리 등 컨설팅)
10. 생산관리 지원 (원자재, 부자재 수급 및 물류체계 관리)
11. CGMP 및 ISO GMP 인증지원 (관련교육, 시설지원금, 공동시설구축 등)
12. 화장품 중소기업 간 생산/물류 관련 공동화 사업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물류시설 등)
13. 홍보 및 광고 확대 (인터넷, SNS, 신문, 책자 등)
14. 판매접점의 확대 (면세점, 대형유통매장, H&B전문점, 홈쇼핑, 오픈마켓 등)
15.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시스템 구축
16. 경기도 주관 우수 화장품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17. B2B 전문기업(원료, 부자재, OEM/ODM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매칭 이벤트 (상담회, 전시회 등)
18. 국가별 화장품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19. 뷰티특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참가 지원
20. 해외 한국화장품 전시회(예, K-Beauty Expo Bangkok) 개최 및 참가 지원
21.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22. 수출 관련 제품 인증/임상시험 지원
23. 수출 관련 세무‧법률 등 상담‧컨설팅 제공
24. 수출, 해외진출 관련 행정 업무 지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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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

수출/해외
진출 확대

인력수급
개선

불공정거
래 개선

기업간
소통과
협력
뷰티산업
공공
인프라
기타

25. 현지 인⋅허가 및 통관 업무 지원
26. 현지 파트너사/에이전시 발굴 및 신용도 평가 지원
27. 해외 우수 바이어 발굴/관리 및 정보 제공
28. 주요 언어권별 무역관련 외국어 전문가 지원서비스
29. 기업홍보 강화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에 우수 화장품기업 홍보 강화)
30. 경기지역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 DB 구축(연구직, 경력직 등) 및 구인구직 연계 강화
31. 전문인력 아웃소싱 활용 플랫폼 구축(수출입, 박람회, 법률, 통번역 등)
32. 지역단위 통근버스, 기숙사 등 근로환경 공동개선사업
33. 신업직원 공동교육 프로그램
34. 재직자 대상 기술재교육 프로그램 (생산직 아카데미 등)
35. 화장품 분야 OEM/ODM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36. 최저입찰제 관행 개선 (적정 수익률 보장제 등)
37. 화장품 분야 성과공유 모델 개발 및 보급
38.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장치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징벌적 배상제도 등)
39.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구개발, 품질관리 지원사업
40. 경기도 화장품 사업자단체 활성화 (경기화장품협의회 역할강화, 기타 세부업종별/권역별 협의체 구성 등)
41. 품목중복 등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지역내 기업간 정보교류 활성화 (온라인 네트워크, 세미나, 간담회 등)
42. 경기도화장품중소기업공동브랜딩사업(경기도주식회사연계, 공동브랜드제품선정및온/오프라인마케팅등)
43. K-Beauty Expo의매력도제고(B2B요소강화, 아시아권보다유럽/남미등원거리국가바이어전략적유치등)
44. 경기도화장품산업원스톱지원서비스시스템구축(거점기관선정, 시장/기술정보수집/제공, 전문교육/컨설팅등)
45. 공동이용 인프라 확충/운영 (공공개발 임대공단, 공공임대물류시설 등)
46. 경기도뷰티산업성장거점육성(화장품전문산단추가개발, 뷰티서비스업과연계된뷰티관광복합단지개발등)
4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4. 향후 경기도내 화장품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관련 개
선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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