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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화장품 산업의 혁신 연구
 화장품 산업은 과학기술, 지식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인 혁신 연구는 부재함
 본 연구는 급성장 하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 혁신의 관점으로 혁신시스템,

혁신활동 및 혁신원천에 대해 규명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함
- (혁신원천) 산업 내 다양한 혁신주체에 의해 생성되고 산업 내·외부 환경변화와
기회에 의해 혁신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지식, 정보, 네트워크 등
- 주요 연구 질문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원천을 밝혀내고, 혁신원천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원천의 생성과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는 것임
 화장품 산업의 혁신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혁신시스템(SIS) 이론과 기본 구성요소인

지식과 기술, 행위자, 제도 및 시장수요를 분석의 틀로 사용
 K-뷰티의 이해와 산업 혁신시스템 분석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2017년 전년 대비 5.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이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19년 65억 2,479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K-뷰티) 2000년대 후반, 중국·동남아에서 K-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한 뷰티 아이템을 중심으로 ‘K-뷰티’ 용어 등장
- 2010년부터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 등이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공하며 인기를 얻음
 K-뷰티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산업혁신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지식과 기술,

행위자, 제도 및 시장수요를 통해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함
- (1세대, 형성기) 시장태동기로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시작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
시작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수립된 화장품법의 제정으로 산업 기반이 마련됨
- (2세대, 도약기) 혁신 기술 기반으로 세계 최초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양강구도와 OEM/ODM 기업을 기반으로 산업이 빠르게 성장
- (3세대, 고도화기) 고기능성을 추구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융합연구가 가속화
되며 정부 정책도 함께 수립되고 있으나 중국 화장품의 부상으로 위협요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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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 (1) 특허 분석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혁신 성과를 살펴보고, 발명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화장품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혁신 활동과 혁신원천을 분석
- 분석대상 기술은 화장품 산업의 주요 기술혁신 분야인 5가지 기능성 화장품이며
유효 특허는 총 24,933건이 도출
 화장품 분야는 90년대 중반부터 특허 출원량이 약 2배 규모로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 특허 성과의 격차가 매우 큼
 발명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화장품 산업은 1) 기술 개발이 빠르면서 IT 및 바이오

분야와 같은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2)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되
었으며 외부 연계보다는 내부 혁신에 치중된 특징을 보임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 (2) 심층인터뷰를 통한 혁신원천 분석
 혁신원천의 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화장품 산업의 성장요인, 혁신원천, 기술

혁신의 방향,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인터뷰 진행
 K-뷰티의 혁신원천은 유형과 무형의 기술인 ① 브랜드 컨셉 구축, ② 한방 원료,

③ 제형 기술 및 ④ 소비자 니즈 기반 단기간 제품화 능력으로 도출
 (전환기제) 국내에서 4가지 혁신원천이 혁신자원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체

이자 요인은 OEM/ODM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이를 통해 유무형의 기술이 단
시간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과 전환기제에 대해 기존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실시
 (전환기제의 이전) 국내 혁신원천의 전환을 담당한 기제가 중국으로 이전하여 중국의

혁신역량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K-뷰티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
 (혁신원천 위협요인) 한방원료 이후의 대표원료 개발이 필요하나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로 소재발굴이 어려워지고 있고, 단기간 제품 출시는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쉽게 유사제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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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의 혁신원천과 전환기제의 지속가능성을 SWOT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강점

보다는 약점과 위협요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효과적 정책대안이 필요

과제 1. 혁신원천 생산기제의 다원화
 기술력 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투자를 증가하고 공공분야와 적극적인

기술연계를 통해 OEM/ODM 기업으로 일원화된 시스템을 다원화함
- 중소/스타트업이 OEM/ODM 기업에 전적으로 기술력을 의지하기 보다는 R&D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미래기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화장품
분야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활발한 기술이전도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 기술이전 비용 및 지속적인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필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원료 및 기초소재 연구의 효과적 활성화 전략 필요

- 중화권을 대상으로 했던 한방원료 이외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는 K-뷰티의
대표적인 원료 개발이 필요함
- 국내 화장품 산업의 원료 수입의존도가 약 70% 이상이고 해외 수급 전략은 제도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원료 및 기초소재 연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 필요

과제 2. 혁신원천의 전환과 연계를 촉진하는 혁신네트워크 형성과 확대
 K-뷰티 산업의 혁신시스템이 발전하고 혁신원천이 산업 저변에서 다양하게 생성되려면

연계성 높은 혁신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 필요
-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은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혁신 위주로
이루어졌고, 주체 간 지식 연계도 폐쇄적인 상황
- 정부에서 추진 중인 ‘K-뷰티 클러스터’처럼 물리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세분화해서 접근하여 구축
- 화장품 산업은 지리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종업계 클러스터 협업효과도 중요
하지만 타 산업과 실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이디어의 창발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등의 클러스터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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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 지원 고려
- 효과적 협의체는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정부
정책 및 제도에 산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
- 국내에서도 정보와 교육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 가능
 혁신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인 출구전략을 위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과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육성과 M&A를 모색하는 것도 방안임
- K-뷰티 산업은 대기업의 양강구도와 다수의 소규모 브랜드 기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스타트업에게 희망적 신호는 성공적인 M&A 사례임
- 혁신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인 출구 전략이 가능하려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성장사다리’ 펀드 같은 정책 자금도 고려 가능
- 국내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육성과 M&A를 모색해 보는 것도 혁신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

과제 3. 강건한 혁신시스템을 위한 제도 내실화와 인력양성 방안
 전 세계 화장품 트렌드는 기능성과 맞춤화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정책을 준비하여 시행 중이나 이에 대해 산업계 수요가 있을지 의문
 산업에서 충분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립된

제도는 오히려 산업과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필요
 국내 K-뷰티 전략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능성, 맞춤형,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인력양성 방안은 서비스 제공단계의 고용창출 방안
 인력양성을 서비스 제공단계 보다는 유전공학, 독성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융합연구를 통해 혁신원천을 창발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의 양성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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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과 지속가능성 진단

1)

I. 서론

 혁신 관점에서의 화장품 산업 연구
 화장품 산업은 과학기술, 지식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인 혁신 연구는 부재함
- 화장품은 정밀화학의 한 분야로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의 주기가 짧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장 진입이 용이(이재우·이미혜, 2017)
 본 연구는 급성장 하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 혁신의 관점으로 혁신시스템,

혁신활동 및 혁신원천에 대해 규명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함
- 주요 연구 질문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원천을 밝혀내고, 혁신원천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원천의 생성과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는 것임
 화장품 산업 발전의 이해를 위해서는 산업 내 혁신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혁신

주체와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밝혀
내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연구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 질문과 혁신원천에 대해 살펴보고 제2장에서 K-뷰티의 산업

혁신시스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 특허 분석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혁신원천을
도출한 후 제4장에서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정책제언을 제시함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국내 화장품 산업 연구는 거시적인 산업 구조나 성장을 산업시스템 안에서 분석하는 연구보다

주로 구매행태, 선호브랜드 등 마케팅 전략 활용을 위한 연구 등에 치중(임기호, 2017)
 화장품 산업의 혁신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혁신시스템(SIS)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사용

- 산업혁신시스템의 핵심적 내용은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른 산업 간 혁신의 양상은 기술,
주체, 제도 등을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Malerba, 2004)
- 산업혁신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는 지식과 기술, 행위자, 제도 및 시장수요 등으로 구분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요소를 K-뷰티 산업의 산업혁신시스템 구성요소로 활용

1) 이 글은 정일영 외(2020), 「신한류의 혁신원천 분석」 주요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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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원천 고찰과 조작적 정의
 다수의 기술혁신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원천을 다양한 자원과 혁신주체의 내적

동기(motivation), 내부혁신 및 외부의 환경적 요인 등에서 밝히고 있으나 혁신원천
STEPI Insight |

(source of innovation) 자체에 대한 학술적 정의나 논의는 많지 않음
-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도 경제체제의 전환에 있어 창조적 파괴가 중요하고 그
원천을 기업과 기업가정신에서 찾았지만 혁신원천을 정의하지는 않음
-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혁신의 원천을 7가지 즉, 예상 못한 사건, 불일치, 프로세스 상의
필요성(내부혁신), 산업과 시장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인식의 변화 및 지각상의 변화
및 새로운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제시(Drucker, 2002).
 혁신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구분하면 혁신원천,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성과 및 혁신인프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혁신원천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 혁신자원은 혁신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하는 반면, 혁신의 원천은
직접적으로 혁신활동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 인식의 지평을 넓히거나 향후 활용
가능성을 가진 보다 느슨하고 광범위한 아이디어, 정보, 지식, 네트워크 등을 의미
 (분석의 초점) 혁신원천이 다양한 혁신주체로부터 어떠한 기회에 의해 생성되고 어떠한 상호

작용과 제도에 의해 혁신자원으로 전환되며, 이후 혁신활동과 혁신성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분석의 관점임
[그림 1] 혁신의 프로세스와 혁신원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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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뷰티의 이해와 산업 혁신시스템 분석
1. 화장품 산업의 이해
 화장품 산업의 이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은 화학, 생물학, 약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로 기술

집약적 성격이 강하며 최근에는 나노 및 IT 기술과의 융합도 활발(이재우·이미혜, 2017)
 화장품은 제조업인 동시에 이미지 산업으로 제품의 브랜드파워 관리가 중요하여 다른

제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음*
*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 평균은 12%인데 반해, 화장품 산업은 20~40% 수준(보건
복지부, 2017.12)

 글로벌과 국내 화장품 산업 현황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2017년 전년 대비 5.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이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KOTRA, 2018)
- 2016년까지 유럽의 재정위기, 신흥국 통화 평가 절하 등으로 저성장 국면을 경험했지만
2017년부터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신흥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등으로 급격히 반등
 개별국가 단위로 화장품 시장규모를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 미국이 18.9%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3%의 시장을 점유하면서 8위를 차지(한국보건
산업진흥원, 2019)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19년 65억 2,479만 달러(7조 6,086억 원)로 2018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
자료, 2020.6.17.)
- 2019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 원으로 ’18년(15조 5,028억 원) 대비
4.9%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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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은 46.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며, 그 다음은 홍콩,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수출액 감소(식품
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6.17.)
STEPI Insight |

 국내 화장품 수출의 성공과 부진의 원인은 중국 시장의 높은 의존도와 연관이 있으며 국내

화장품 수출규모와 중국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10년 이후의 성장세에는 중국시장 중심의 K-뷰티 열풍이 주요한 역할을 함
[그림 2] 국내 화장품 수출액과 전년대비 증감률(좌) 및 중국 수출규모와 증감률(우)

자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출입 총괄현황2), 각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K-뷰티의 등장과 확산3)
 2000년대 후반, 중국·동남아에서 K-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한 뷰티 아이템을 중심으로 ‘K-뷰티’ 용어 등장
 2010년부터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 등이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공하며 인기를 얻음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2013년 최초 수출 10억 달러 달성, 2014년

무역수지 흑자 전환, 2015년 전년 대비 수출액 2배 증가 등의 고성장을 견인
 2016년에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의 검역 및 통관 강화, 한류 제한령

및 한국 단체관광 제한 등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내 수출 및 면세 판매 등의 성장 둔화
 2018년부터 한중 갈등 및 한한령이 완화되어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면세 채널 및 오프라인 판매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통계 수출입 총괄현황, http://www.kcii.re.kr/trade/total(검색일: 2020.5.20.)
3) KOTRA(2018), p. 36; 이코노미조선(2019.9.30.), 「상하이·베이징 쇼핑가에서 본 K뷰티 위기와 가능성」, https://bit.ly/3es7Ddj
(검색일: 2020.5.21.)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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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뷰티 산업의 세대별 혁신시스템 특성 분석
 K-뷰티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산업혁신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지식과 기술, 행위자,

제도 및 시장수요를 통해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함
 K-뷰티 1세대, 형성기(~2000년)
 (기술) 화장품 산업의 시작 시기로 피부과학 관련 기초연구를 통해 화장품 효능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백, 자외선 보호 등의 기능성 제품 출시4)
- 1980~1990년대에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화장품 기술과 접목이 시도되었으며 조직
배양, 발효 등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장품 소재들이 개발됨
 (행위자) 1990년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고 민간 주도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주체 간의 연계는 강하지 않음
- 1999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부재하였으며5), 민간 주도로 2000년부터 본격
적으로 성장하였고 1세대 화장품 산업주체 간의 연결고리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 1990년대 화장품 산업의 기업 행위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가격할인 경쟁이며 주요
기업은 코리아나 화장품,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
[그림 3] 1세대 화장품 산업 기업 간 혁신네트워크

주: 매출량을 주요 지표로 삼아 관련 기업을 작성함
자료: 연구진 작성
4) 뷰티경제(2008.04.18.), 「기능성 화장품의 오늘과 내일」, https://bit.ly/2MQlIsy(검색일: 2020.12.14.)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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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국내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수입자유화 조치로 많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난립

되었으나 1992년 우수제조적격업체도입,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고,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시장질서가 강화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됨
STEPI Insight |

- 1999년에 제정된 화장품법으로 화장품 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능성 화장품
이 명시되면서 기능성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시작
 (시장수요) 화장품 산업의 유통채널이 방문판매와 종합화장품 전문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및 약국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광고에서는 화장품의 기능성을 강조
- 1980년대 방문판매가 전체 유통채널의 80%까지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LG생활건강
(당시 럭키, LG화학)의 종합화장품 전문점이 주요 유통채널로 변화6)
- IMF 이후부터 소비자들은 목적성이 강한 합리적 구매형태로 태도가 변화되면서 90년대
후반에는 화이트닝, 주름개선 제품 등 국산 기능성 화장품의 매출이 강세7)
 K-뷰티 1세대는 시장태동기로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시작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 시작

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수립된 화장품법의 제정으로 산업 기반이 마련됨

[그림 4] K-뷰티 1세대 혁신시스템

자료: 연구진 작성
6) 한국경제TV(2015.9.7.), 「대한민국 화장품 70년사, 유통으로 보는 A to Z」, https://bit.ly/3cGyWD8(검색일: 2020.6.22.)
7) 동아닷컴(1998.12.17.), 「[IMF형 히트상품] 거품은 쏙 실속은 꽉」, https://bit.ly/3cBkxrL(검색일: 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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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2세대, 도약기(2000~2010년)
 (기술) K-뷰티 2세대에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제품이 출시

되었으며 주름개선, 미백연구가 진행되었고 천연 및 한방 화장품 연구가 시작8)
- K-뷰티 2세대는 레티놀, 세라마이드, 콜라겐, 멜라닌 색소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세계 최초 제품 등이 출시되었고 천연/한방 화장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행위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양강구도가 강화되었으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ODM 업체가 성장함
- 2007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부터 정부의 R&D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보건의료산업 R&D
지원액의 1.1% 수준이고 평균 1.4년의 단기 지원 위주(공정거래위원회, 2011;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03)
-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면서도 매스시장 대비를 위한
이니스프리 독립법인을 출범(2009년)시켰으며, LG생활건강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로
고급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매스시장을 위해 더페이스샵을 인수(2010년)
- 2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로 대표되는 OEM/ODM 업체의 약진
[그림 5] 2세대 화장품산업 기업 간 혁신네트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8) 뷰티경제(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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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화장품법의 지속적 개정으로 생산자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2007년에 전성분 표시제로

소비자의 안전이 강화됨
- 제조시기 표기는 사용기한 표기로 바뀌었고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2005년)가 도입되었
STEPI Insight |

으며 전성분 표시제를 통해 유해성분 표시와 성분 함유량을 표시
 (시장수요) 저가제품 출시를 통해 화장품 시장이 확장되었으며 오프라인 원브랜드숍, 온라인

채널 및 홈쇼핑 등 유통채널이 다양화됨
- 저가격 고품질의 미샤, 더페이스샵, 에뛰드,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원브랜드숍 중심의 매스시장이 성장하였고 이와 함께, 백화점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도 성장
- 국내 드라마인 대장금의 한류 열풍으로 LG생활건강의 궁중화장품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국내 K-뷰티를 견인하는 제품으로 급성장함
 K-뷰티 2세대는 혁신 기술 기반으로 세계 최초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의 양강구도와 OEM/ODM 기업을 기반으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
[그림 6] K-뷰티 2세대 혁신시스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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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3세대, 고도화기(2010년~현재)
 (기술) 근본적인 피부노화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유효성분의 전달 및 지속성 향상 등* 고기

능성 기술에 집중하면서 의료 및 ICT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됨
* (기초) 근본적인 피부노화 메커니즘, 다중오믹스, 피부미생물 생태계 연구 등, (소재) 신규타겟 탐색 및
천연소재 발굴,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바이오 생산기술의 활용, (제형) 나노기술 기반의 유효성분 전달
및 지속성 향상, (평가) 인공피부를 활용한 평가기술, 세포활용 In-Vitro 평가법 등(윤한술, 2017)
 (행위자) 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이 증가하면서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단지 준공이 이루어졌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화장품 판매업자와 중소 화장품 제조업자들의 협력 증대
[그림 7] 3세대 화장품산업 기업 간 혁신네트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제도) 정부에서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이 시작

- 2013년에 수립된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는 2020년 화장품 60억 수출
및 세계 7대 강국 진입이었으나 목표대비 이른 시기에 달성하여 2017년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목표를 상향 조정
- 2019년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은 맞춤형 화장품 정책 수립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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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기별 화장품산업 관련 제도 변천사

STEPI Insight |

자료: 연구진 작성

 (시장수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다변화와 유행주기가 짧아지면서 다양한 상품군을 구비한

온라인 채널이 선호되고 온라인 매출도 급상승 중
- 유통채널은 기존의 원브랜드숍에서 헬스&뷰티스토어로 변화되었으나 이러한 오프라인
변화도 온라인(SNS, 인플루언서)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추세
 K-뷰티 3세대는 고기능성을 추구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융합연구가 가속화되며 정부

계획 및 제도도 함께 수립되고 있으나 중국 화장품의 부상으로 위협요인이 존재
[그림 9] K-뷰티 3세대, 고도화기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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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1. (정량분석) K-뷰티 산업의 특허 분석
 특허분석의 개요
 산업의 지식 산출과 혁신성과는 논문과 특허 등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혁신 성과가 특허 출원을 통해 나타남
-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산업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강점으로 작용하며 후발 기업의 견제 수단으로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
 화장품 산업이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지식연계 지점과 방향을 혁신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재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화장품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인 발명자 간

상호 지식 연계 및 흐름을 분석하고자 산업지표 중 하나인 특허 분석을 실시9)
-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혁신 성과를 살펴보고, 발명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화장품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혁신 활동과 혁신원천이 어떤 주체를 통해
어디에서 발굴되어 발전하는지 탐색
* 발명자 네트워크를 통해 특허 출원 성과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개별 발명자 간 연구개발 활동 및 연계 확인
 화장품 산업의 분석 구간은 1년 6개월 미공개구간을 제외하고 출원일 기준으로 197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검토
<표 1> 특허검색 DB 및 검색 범위
자료

국가

검색 DB

분석구간

검색범위

공개등록특허
(공개등록일 기준)

한국

Wintellips

1979년 ~ 현재(2020.5)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자료: 연구진 작성

9) 화장품 산업의 경우 기업 간의 연계, 협력 및 경쟁구도에 대한 기존문헌이 상당히 부족하고 혁신관점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이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30년 동안의 국내 화장품 산업만을 대상으로 특허 발명자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향후 연구에서는
① 화장품 산업의 발전 및 성장 시기를 동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② 해외의 화장품 산업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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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기술은 화장품 산업의 주요 기술혁신 분야인 5가지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아토피 개선, 마스크팩)을 선택하였고 관련 기술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최종 검색식을 도출
STEPI Insight |

 유효 특허는 미백 4,631건, 주름개선 7,148건, 자외선 차단 3,494건, 아토피 개선 7,305건,

마스크팩 2,355건 순으로 집계되었고 총 24,933건이 도출
<표 2> 분석대상 최종 검색식
분류

관련 기술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유효특허

((미백* 화이트닝* whitening* 라이트닝* 브라이트닝*
Skin-lightening* (Skin adj lightening*) 색소침착* (색소 adj
침착*) pigmentary* pigmentation* 멜라닌* melanin*
티로시나아제* tyrosinase*) and (화장품* 화장료* 코스메틱*
cosmetic* makeup* (make adj up) 크림* 로션* cream*
lotion* 스킨케어* (스킨 adj 케어*) (skin adj care*)
A61K*)).TI,AB,CLA,IPC.

4,631

주름개선

((Wrinkl* 주름* 링클* 노화* 항노화* 안티에이징* (anti adj aging)
재생* 탄력*) and (화장품* 화장료* 코스메틱* cosmetic*
makeup* (make adj up) 크림* 로션* cream* lotion* 스킨케어*
(스킨 adj 케어*) (skin adj care*) A61K*)).TI,AB,CLA,IPC.

7,148

자외선
차단

((자외선* 방사선* 유브이* 유-브이* ((울트라 ultra) adj (바이올렛*
바이얼렛* violet)) UV ultraviolet* ultra-violet* 선크림* 썬크림*
suncream*) and (화장품* 화장료* 코스메틱* cosmetic*
makeup* (make adj up) 크림* 로션* cream* lotion* 스킨케어*
(스킨 adj 케어*) (skin adj care*) A61K* A61Q-017*
A61Q-019*)).TI,AB,CLA,IPC.

3,494

아토피
개선

((아토피* 아토픽* atopi* atopy* 피부염* 항염증* 염증* (anti adj
imflamation*) 항산화* (anti adj oxidant*)) and (화장품*
화장료* 코스메틱* cosmetic* makeup* (make adj up) 크림*
로션* cream* lotion* 스킨케어* (스킨 adj 케어*) (skin adj
care*) A61K*)).TI,AB,CLA,IPC.

7,305

마스크팩

((마스크팩* 마스크시트* 하이드로겔마스크* ((마스크* Mask*
얼굴* 안면*) near (팩* 하이드로겔* 하이드로젤* hydrogel*
pack* 시트* 시이트* 쉬이트* 쉬트*)) ((페이셜* 훼이셜* Facial*
얼굴* 안면* face*) near (마스크* Mask*)))).ti,ab,cla. (마스크*
and (a61k* a45d*)).TI,AB,CLA,IPC.

2,355

미백

합계

24,933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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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산업의 특허 동향 분석
 화장품 분야는 90년대 중반부터 특허 출원량이 약 2배 규모로 증가하면서 상승세 지속
 화장품 산업 분야의 상위 10개 출원인을 살펴보면 브랜드 기업이 특허 출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업규모별 특허 성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LG생활건강이 1,99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콜마, 코스맥스(ODM/OEM)
및 바이오스펙트럼 등 중견, 중소기업들도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있음
[그림 10] 화장품 산업 분야의 국내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와 특허 다출원자

자료: 연구진 작성

 K-뷰티 산업의 혁신성 분석
 특허 데이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혁신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별 특허출원 성장률과 특허 등록률을 비교
[그림 11] 산업 분야별 특허 출원 성장률 비교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10)

<표 3> 산업 분야별 특허 출원율과 등록률
구분

출원율

등록률

전산업

45.4

54.6

화장품

52.7

47.3

디스플레이

50.6

49.4

반도체

45.4

54.6

석유화학

40.3

59.7

의약

48.0

52.0

전기기기

33.0

67.0

제조업

44.8

55.2

자료: 연구진 작성

10)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산업별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건수 200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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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특허 출원율) 화장품 산업은 타 산업 대비 특허출원을 통해 기술을 점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화장품 산업이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기반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혁신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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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특허 등록률) 화장품 산업의 특허 등록률은 출원율과 달리 다른 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혁신 주체들이 주로 기술의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특허 전략을 갖고 있으며
기술 장벽이 높지 않고 또한 특허를 마케팅 측면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추 가능

 K-뷰티 산업 네트워크 분석의 개요
 주체 간 지식 연계는 제품 혁신 등 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혁신 활동의 하나임에도 불구하

고 행위자에 주목하여 그들의 지식 연계를 살펴보는 정량 연구는 부족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특허 출원에 공헌한 발명자

네트워크 구성요인을 분석하여 발명자 간 연계 특성을 살펴봄
 또한, 발명자 주체들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발명에 공헌한 출원기관 정보를 활용하였으

며, 혁신 참여자가 어떠한 비중으로 상호 연계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함
 K-뷰티 산업 행위자별 네트워크 연계 특성 분석
 화장품 산업 주요 주체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특허 활동에

기여한 발명자 네트워크를 분석
- 주요 주체를 브랜드 기업, OEM/ODM 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출원 순위에 따라 주체별로 3개 기관 선정
<표 4> 발명자 네트워크 주요 주체
구분

주요 주체

브랜드기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화장품

OEM/ODM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중소기업

바이오스펙트럼, 코씨드바이오팜, 바이오에프디엔씨

연구기관

경희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 연구진 작성

https://istans.or.kr/su/newSuTab.do?scode=S338(검색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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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장품 산업 혁신 주체별 발명자 네트워크
전체 발명자 네트워크

브랜드 기업

OEM/ODM 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주: 발명자 네트워크에서 브랜드기업은 빨간색, OEM/ODM기업은 파란색, 중소기업은 초록색, 대학은 갈색, 연구기관은 노란색, 두
기관의 특허 출원의 발명에 참여한 발명자는 흰색으로 표기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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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기관의 특허출원에 기여한 총 발명자 수는 2,146명, 공동발명 수는 14,574건으로

해당 기관은 단독 발명보다 공동 발명을 통해 특허 성과를 창출
 브랜드 기업의 네트워크 규모가 가장 크고 발명자 간 연계가 높았고, 연구기관은 네트워크

STEPI Insight |

규모에 비해 공동 발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6> 혁신 주체 간 공동발명을 수행한 발명자수 및 비중
구분

브랜드기업

브랜드기업

OEM/ODM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88 (21.20%)

55 (13.75%)

29 (1.84%)

9 (0.05%)

24 (6.00%)

18 (1.14%)

3 (0.02%)

22 (1.40%)

0 (0.00%)

OEM/ODM

88 (7.58%)

중소기업

55 (4.74%)

24 (5.78%)

연구기관

29 (2.5%)

18 (4.34%)

22 (5.50%)

대학

9 (0.78%)

3 (0.72%)

0 (0.00%)

2 (0.13%)

합계

181 (15.59%)

133 (32.05%)

101 (25.25%)

71 (4.5%)

2 (0.01%)
14 (0.08%)

주: 괄호는 공동발명 비중을 나타냄
자료: 연구진 작성

 발명자 간 공동발명 현황을 살펴보면, 브랜드 기업의 공동발명 건수가 가장 높으나 주체별

전체 발명자 수 대비 타 주체와의 공동발명 비중은 OEM/ODM 기업이 32%로 가장 높음
 대학 발명자는 건수와 비중 모두 타 혁신 주체와의 공동 발명이 현저히 낮았는데 그 중에

서도 중소기업 발명자와의 연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발명자간의 지식 연계
 주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발명자들과 해당 발명자들의 지식 연계를

살펴보고자 발명자 네트워크의 연계와 강도가 반영된 중심성 수치*를 비교
* 대표적인 중심성 척도로 차수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척도를 비교 분석11)

11)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중심성 척도를 사용함
 차수중심성(Degree Centrality) : 각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연결 수를 중심도로 정의함. 공동발명 수가 가장 많은 발명자가 중심
도가 높은 발명자로 선정되지만 다른 발명자의 중요도(cascade effects)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

   



∣  ∈ 

 

i번째 발명자의 중심도는 해당 발명자와 연결되어 있는 발명자 집합 E에서 연결행렬   의 각 i,j 요소들의 합으로 표현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 모든 발명자에 대해 얼마나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임. 우선, 특정
발명자와 다른 발명자의 가장 짧은 경로를 계산하고 해당 발명자와 모든 발명자 간의 평균 거리를 떨어진 정도(farness)로 측정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 네트워크 흐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함.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측정할 때, 특정 발명자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 측정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이웃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는 차수 중심성을 보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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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혁신 주체 간 공동발명을 수행한 발명자수 및 비중
구분
브랜드기업
OEM/ODM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차수 중심성
0.1110
0.1091
0.0517
0.1134
0.0847

근접 중심성
0.0021
0.0120
0.0018
0.9353
0.0022

매개 중심성
0.0489
0.0786
0.0217
0.0091
0.0503

고유벡터 중심성
0.9495
0.9660
0.9782
0.9774
0.9683

자료: 연구진 작성

 혁신 주체들의 고유벡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혁신을 매개할 수 있는 근접과

매개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모든 혁신주체에서 낮게 나타남
- 브랜드기업 특허출원에 기여한 발명자들은 고유벡터 중심성은 높지만,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매우 낮고 OEM/ODM 기업은 근접 중심성이 매우 낮음
- 중소기업은 고유벡터 중심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중심성은 0.1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
났으며 연구기관은 근접 중심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허분석 소결
 발명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화장품 산업은 1) 기술 개발이 빠르면서 IT 및 바이오 분야와

같은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2)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외부
연계보다는 내부 혁신에 치중된 특징을 보임
- 2010년대 이후부터 특허 출원 증가율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화학, 의약 등의 제조업 주요
분야 중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등록률은 높지 않음
-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브랜드기업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나
브랜드기업과 다른 혁신 주체와의 연계성은 매우 낮음
- 브랜드기업이 주체 간 연계에서 고립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특허 발명을 통한 제품
혁신이 내부혁신 위주로 이루어지고, 주체 간 지식 연계 또한 폐쇄적일 것으로 예상
- 대학은 가장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가 높으나 응집력은 매우 약하여 지속적으로 주체
간 공동발명을 수행하기보다 단편적인 공동 발명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됨
 화장품 산업은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관련 기술발전이 빠르고,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 간 연계의 강화가 필요

22

Ⅲ.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2. (정성분석) 심층인터뷰를 통한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STEPI Insight |

 유·무형 기술기반의 혁신원천
 혁신원천의 분석을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화장품 산업의 성장요인,

혁신원천, 기술 혁신의 방향,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인터뷰 진행

<표 8>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전문가 F
전문가 G
전문가 H
전문가 I
전문가 J

소속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산업계

글로벌 기업
국내 ODM 기업
국내 브랜드 기업
학계, 정부기관
정부기관
정부기관
국내 스타트업
국내 브랜드 기업
국내 화장품 원료기업
국내 브랜드 기업

직위
연구소장(CTO)
연구소장(CTO)
부사장
교수, 책임자
국장
팀장
대표
대표
대표
전무, 연구원장(CTO)

경력
15년 이상
3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30년 이상
2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이상

자료: 연구진 작성

 혁신원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단순화한 화장품 출시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작성

- 기업에서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나 OEM/ODM
기업이 원료를 선택하고 배합/제조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 생산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고 출시된 제품은
소비자에 의해 피드백을 받아 히트제품이 되거나 빠르게 단종되기도 함

[그림 12] 단순화한 화장품 출시 과정
아이디어/컨셉

➡

원료

➡

배합/제조

➡

심사/평가

➡

대량생산

주: 주황색 박스는 무형의 기술, 파란색 박스는 유형의 기술과 관련됨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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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기술은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형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브랜드 컨셉을 수립하는 무형의 기술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원천을
유형과 무형의 기술로 구분해서 도출하고자 함
- 유형의 기술이란 소재기술, 제형기술12), 평가기술, 용기용품기술을 말함
- 무형의 기술이란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와 컨셉을 구축하는 것으로 타 산업 분야에서는
마케팅의 한 과정이지만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는 유형의 기술만큼 중요함
[그림 13] 화장품 산업에서 무형의 기술

자료: 연구진 작성

 K-뷰티 산업의 4가지 혁신원천
 (혁신원천 1. 무형, 브랜드 컨셉)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포지션 변경과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제품의 컨셉 수립은 국내 기업이 탁월
- (LG생활건강, 후) 한방화장품에서 궁중화장품으로 컨셉을 변경하고 중국 화장품 사업에
철저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약 2조원의 매출 달성
- (카버코리아, AHC) 아이크림은 일반적으로 소량이면서 고가이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가고 연약한 눈가 주위에만 바르는데 이러한 발상을 전환하여 아이크림을 얼굴, 목 등
연약한 부위에 모두 바르면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출시하여 독보적인 입지 구축
 (혁신원천 2. 유형, 한방 원료) 1990년대 후반부터 한방과 생약성분의 신소재를 개발하고

제품화하여 국내 및 중화권 여성들에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산업의 성장을 견인
-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인삼), LG생활건강의 후(산삼), LG생활건강의 수려한(홍삼), 한국
인삼공사의 동인비(홍삼), 소망화장품의 다나한(한방수액) 등의 제품 출시

12) 제형기술이란 소재의 주요성분을 인체에 적용할 때 사용법과 적용이 쉽고 항상 일정한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최적화된 제형을 찾는
기술로 유화, 가용화, 리포좀, 패치, 분산, 피부흡수 및 안정화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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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원천 3. 유형, 제형 기술) 화장품 유형의 기술 중 국내에서는 제형기술의 기술력이 가장

높은데 이는 단시간에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때 유리하기 때문
- 국내 화장품 기술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86.8%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STEPI Insight |

있으며 기술별로는 제형기술이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 보유(박장서 외, 2018)
- 국내 OEM/ODM 기업은 브랜드 기업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효능
성분의 안정화, 경피흡수 촉진 및 효능지속성 등 제형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로 투자
 (혁신원천 4. 무형, 소비자 니즈 기반으로 단기간에 제품화하는 능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와 통점(pain point)을 파악하고 단기간에 제품화하는 능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징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 쿠션 파운데이션*, BB 크림 및 시트 마스크팩 등은 소비
자의 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품에 반영하여 성공한 제품
* 기존의 파운데이션은 대부분 손으로 얼굴에 펴 바른 후 티슈로 손을 닦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아모레퍼시픽에서 2008년에 처음 출시된 쿠션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의 기본 기능을 가지면서도
내장 퍼프를 통해 손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 이후에도 수정 메이크업이 용이함

 혁신원천 전환기제 : 혁신원천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K-뷰티의 혁신원천은 유형과 무형의 기술인 ① 브랜드 컨셉 구축, ② 한방 원료, ③ 제형

기술 및 ④ 소비자 니즈 기반 단기간 제품화 능력
 국내에서 4가지 혁신원천이 혁신자원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자 요인은

OEM/ODM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이를 통해 유무형의 기술이 단시간에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
[그림 14]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과 전환기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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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D/ODM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
 국내 대표적인 OEM/ODM 기업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신세계인터코스

코리아, ㈜씨엔에프, 서울화장품, 한국화장품제조 등
- 이 기업들이 초기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었지만 이후 제조자개발생산
(ODM)으로 변화*되면서 기술력 강화에 주력
*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95% 이상이 ODM 제품으로 구성13)
 ODM 기업의 핵심은 R&D를 통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ODM 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 공정 구축 등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R&D 투자율이 높음
- 국내외 기업의 R&D는 매출액 대비 1~2%이나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약 5% 수준
<표 9> 주요 화장품 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기업명

국가명

2019년

2018년

2017년

LG생활건강

한국

2.90

2.90

2.90

아모레퍼시픽

한국

2.16

2.30

2.31

한국콜마

한국

7.21

6.23

4.80

코스맥스

한국

4.36

4.62

4.82

P&G

미국

2.75

2.85

2.88

ESTEE LAUDER

미국

1.36

1.32

1.51

SHISEIDO

일본

2.80

2.66

2.41

L’OREAL

프랑스

3.30

3.40

3.40

UNILEVER

영국, 네덜란드

1.62

1.77

1.68

자료: 한국 기업은 기업정보 종합포털 KISLINE14)에서 발췌, 해외 기업은 각 기업의 annual report에서 발췌하여 정리

 ODM 기업들은 화장품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술력, 제품생산력, 제품차별화

및 품질관리 능력 등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국내 다수의 화장품 기업의 혁신
원천을 보다 쉽게 혁신자원으로 전환
- 국내외 화장품 기업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제품 컨셉을 제시하면 바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

13) 더벨(2020.7.24.), 「'ODM 강자' 코스맥스, R&D 경쟁력 강화 속도」, https://bit.ly/2K59KKr(검색일: 2020.11.11.)
14) KISLINE 기업 페이지, https://www.kisline.com/co/CO0100M00GE00.nice(검색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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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성 진단
 본 연구에서는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과 전환기제에 대해 기존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실시

 전환기제의 이전
 OEM/ODM 기업과 브랜드 기업의 커플링은 혁신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으나 전환의 핵심

기제였던 OEM/ODM 기업이 2004년부터 중국에 공장 설립 및 증설
- 코스맥스는 상하이와 광저우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약 6억 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콜마는 중국 북경과 무석에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5억 개 생산 가능15)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중국 법인을 통한 중국 현지 제품 의뢰 수주건은 현지 제조물량 90%에

달하면서 중국 브랜드 제품의 품질이 국내와 유사
 국내 혁신원천의 전환을 담당한 기제가 중국으로 이전하여 중국의 혁신역량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K-뷰티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

 혁신원천의 지속가능성 판단과 위협요인
 (한방원료 한계) 글로벌 시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료와 소재의 사용은 브랜드 컨셉을

구축하기 쉽지만 한방 원료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방 원료
이후의 대표적인 원료의 개발이 필요
 (소재 발굴 어려움)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2의 대표 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음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고야 의정서’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인해 원료 개발 및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환경부 보도자료, 2017.6.22.)
- 국내의 경우 해외 생물 유전자원 조달국 비중이 중국 49.2%, 미국 11.9%, 독일 8.5%
순16)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2의 원료를 찾는데 부담으로 작용
15) 뷰티경제(2018.10.16.), 「한국콜마, 년간 5억개 생산 능력 보유...중국 무석 공장 완공」, https://bit.ly/37X8sJe(검색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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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즈기반 단기간 제품 출시) 소비자의 정확한 니즈파악으로 단기간에 제품화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기술적 장벽이 높지 않고 타사에서 쉽게 유사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
- 한스킨의 경우 2006년에 BB크림을 개발하였고 시장 내에서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타사에서 유사제품이 출시되면서 2009년부터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가 계속됨17)
- 최초로 출시된 제품의 기업보다 타사가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로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초기 성공이 장기화되기 어려움
 (시장의 테스트베드) 높은 안전성 기준에 의하여 제품을 출시하기보다 시장에서 빠르게 피드백

받는 형태의 제품 출시는 해외시장 특히, 유럽시장 진출에 한계
- 국내 화장품원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외 대상이나 유럽연합에
수출할 경우 REACH 제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 기준 필요
*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유럽의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우 사용한 화학물질의 물질정보,
유해성 정보 및 관련 정보를 해당국의 규제에 맞게 준비18)
 K-뷰티의 혁신원천과 전환기제의 지속가능성을 SWOT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강점보다는

약점과 위협요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효과적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

<표 10> K-뷰티 SWOT 분석
강점(Strength)






세계 최초 제품 개발(쿠션, BB크림, 마스크팩 등)
후와 설화수 등의 한방/궁중 화장품 개발
전략적인 브랜드 컨셉 수립
소비자 니즈에 맞는 빠른 제품 출시
OEM/ODM 기업으로 강력한 생산기반 보유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중국 관광객의 급증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정비
천연소재 인증 및 친환경 패키지 등의 ‘클린뷰티’

한방 원료/소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부재
원료 수입률이 지나치게 높음
브랜드 기업(아이디어/컨셉)과 OEM/ODM
기업(제조/생산)이 커플링 되어 있는 생태계 시스템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과도한 기업 진입
위협(Threat)









유사 제품의 양산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 외적 요인
따이공을 통한 부실한 성장과 유통채널 관리 부족
중국 로컬브랜드의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화장품 수요 감소
유럽 REACH 등 국제규제 및 인증 강화
천연소재 인증 및 친환경 패키지 등의 ‘클린뷰티’

자료: 연구진 작성
16) THE K BEAUTY SCIENCE(2019.7.23.)
17) 더벨(2019.12.20.), 「셀트리온 그룹, ‘한스킨’ 모태 화장품사업 부활할까」, https://bit.ly/3gJGl4u(검색일: 2020.10.26.)
18) 국제환경규제 대응시스템 COMPASS, https://www.compass.or.kr/know.do(검색일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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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산업은 혁신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OEM/ODM 기업을 통해 혁신원천

이 자원으로 전환되는 최적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지 못함
 K-뷰티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① 혁신원천 생산기제의 다원화, ② 혁신원천의 전환과

연계를 촉진하는 혁신네트워크 형성과 확대, ③ 강건한 혁신시스템을 위한 제도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
[그림 15] K-뷰티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

자료: 연구진 작성

(1) 혁신원천 생산기제의 다원화
 기술력 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R&D와 공공분야 기술연계
 중소/스타트업이 OEM/ODM 기업에 전적으로 기술력을 의지하기 보다는 R&D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미래기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화장품 분야 R&D 투자
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R&D 중 화장품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 비율은 10년 동안 약 1~2% 내외였
으나 K-뷰티가 내실을 갖추려면 적극적 투자 필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활발한 기술이전도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 기술이전 비용 및 지속적인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필요
- 공공분야의 기술이전이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이후의 사업화
지원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제품의 성공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설계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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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브랜드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면 OEM/ODM 기업으로 일원화된 시스템이

다원화되면서 K-뷰티의 약점과 위협요인을 낮출 수 있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원료 및 기초소재 연구의 효과적 활성화 전략
 중화권을 대상으로 했던 한방원료 이외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는 K-뷰티의

대표적인 원료 개발이 필요함
 국내 화장품 산업의 원료 수입의존도가 약 70% 이상19)이고 해외 수급 전략은 제도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원료 및 기초소재 연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 필요
- 원료와 소재 개발에 있어서도 독일이나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 이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원료와 소재 개발 연구의 활성화 필요

(2) 혁신원천의 전환과 연계를 촉진하는 혁신네트워크 형성과 확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다원화된 클러스터 형성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은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혁신 위주로 이루어

졌고, 주체 간 지식 연계도 폐쇄적인 상황
 K-뷰티 산업의 혁신시스템이 발전하고 혁신원천이 산업 저변에서 다양하게 생성되려면

연계성 높은 혁신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 필요
- 정부에서 추진 중인 ‘K-뷰티 클러스터’처럼 물리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세분화해서 접근하여 구축
* (참고) 프랑스의 ‘코스메틱 밸리’는 민간 주도로 설립되어 다양한 R&D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지원 및
성장을 통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혁신단지이고 ‘테랄리아-파스(PASS)’는 향수 분야에 특화된
논스톱 생산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클러스터(Cosmetic Valley 홈페이지, PASS 홈페이지)20)

- (다원화된 클러스터) 화장품 산업은 지리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종업계 클러스터 협업
효과도 중요하지만 타 산업과 실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이디어의 창발효과도 중요
하기 때문에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등의 클러스터도 고려 가능
* 기술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과 기관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등과 연계되어 집적한 고밀도 공간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말함(정미애·김형주, 2017)
1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국가별 수입현황, http://www.kpta.or.kr/information/import02.asp (검색일: 2020.12.14.)
20) 프랑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는 결론 이후 ‘참고’에 자세히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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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혁신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 지원
 혁신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회가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STEPI Insight |

자를 대변하며 정부 정책 및 제도에 산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
- 프랑스 FEBEA*와 CNEP**의 주요 목표는 기업계 이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채널과 함께 산업계 의제에 대해 워킹 그룹을 운영하면서 지식을 공유(FEBEA,
2019; CNEP 홈페이지)
* FEBEA(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e la Beauté) : 화장품 연합단체
** CNEP(Confédération Nationale de l’Esthétique et Parfumerie) : 미용과 향수 연합단체
 국내에서도 정보와 교육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 가능
- 국내 화장품 관련 협의체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유일하며 주로 정보와 교육 제공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필요
 혁신기업의 출구(exit)전략 방안 마련
 K-뷰티 산업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양강구도와 다수의 소규모 브랜드 기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스타트업에게 희망적 신호는 성공적인 M&A* 사례임
* (M&A) 2017년 유니레버는 카버코리아를 3조 원에 인수, 2018년 로레알 그룹에서 스타일난다를 약
6,000억 원에 인수, 2019년 에스티로더가 닥터자르트를 2조원에 인수21)22)23)
 혁신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인 출구 전략이 가능하려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성장사다리’ 펀드 같은 정책 자금도 고려 가능
 국내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육성과 M&A를 모색해 보는 것도 혁신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

21) 서울경제(2017.9.25), 「유니레버, ‘AHC’ 카버코리아 3조원에 인수」, https://bit.ly/3o6JfCw(검색일: 2020.12.14).
22) 더벨(2018.6.25.), 「로레알, 6000억원에 인수 마무리」, https://bit.ly/2LB55jT(검색일: 2020.12.14)
23) CNC뉴스(2019.11.18), 「에스티로더, 닥터자르트 2조원에 인수」, https://bit.ly/3irInXI(검색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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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한 혁신시스템을 위한 제도 내실화와 인력양성 방안
 정부의 규제 및 제도 설계가 혁신원천과 시스템에 맞춰서 설계되면 산업은 빠르게 고도화

되는데 단적인 예로 화장품 산업의 과거 제도 설계와 정책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나
최근 발표되는 정부 계획 중에서는 고민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
* 국내 화장품 제도는 1986년에 수입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 1999년 화장품법 제정으로 시장
질서가 강화 및 2007년 전성분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 및 산업 역량 도움

 시장 수요보다 앞선 제도 도입은 충분한 검토 필요
 전 세계 화장품 트렌드는 기능성과 맞춤화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정책을 준비하여 시행 중이나 관련 일자리에 대해 산업계 수요가 있을지 의문
- 국내에서도 화장품법의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2020년 3월부터 신설하고
화장품 원료를 혼합, 소분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 도입
- 국가전문자격시험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1회 시험이 2020년에 열렸고 679명이 배출
되었지만24)시장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된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
 산업의 성장보다 뒤쳐진 제도 개정과 규제 혁신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만 산업에서

충분한 요구나 니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립된 제도는
오히려 산업과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

 산업 전략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양성 방안 필요
 국내 K-뷰티 전략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능성, 맞춤형,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인력양성 방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창출 방안으로 구성
- 국내의 K-뷰티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K-뷰티아카데미 운영 등은 헤어와 피부
관리 등의 뷰티서비스와 기존 화장품 기업 재직자의 역량 향상 등으로 구성
- 프랑스는 화장품 산업의 우수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하면서도 그랑제꼴 과정의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국내 대학에
서는 전문성 보다는 취업률로 인해 중소규모의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 설립
 K-뷰티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전공학, 독성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들이 융합연구를 통해 혁신원천을 창발 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의 양성방안 필요
24) 연합뉴스(2020.11.6.), 「제2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679명 합격」, https://bit.ly/3ritt9V (검색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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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랑스의 화장품 산업
 프랑스 화장품의 산업경쟁력 수준은 전 세계 최고수준으로 2020년도 프랑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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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화장품 산업은 한해 약 155억 유로(한화 약 20조)의 수출액을 달성
(프랑스 관세청, Douanes françaises)25)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교육과 인력양성
 프랑스의 학제는 화장품학(cosmetologie)으로도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기초학문인 생물

학, 화학, 생리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화장품학은 관련 학문 분야의 요소를 융합
(Univ. Paul Valery, 2015)
 프랑스 화장품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향후 진로 및 직업 등과 연계되어 세부적인 커리

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랑제꼴(grand ecole) 교육도 운영
- (ISIPCA) 글로벌 조향 및 화장품 학교로 교육 과정은 향수, 화장품, 식용향료 분야의
학사, 석사 및 산업 매니지먼트 등 약 10개의 과정이며 철저한 산업연계형 교육 수행
 프랑스 화장품 산업 주요 행위자와 네트워크
 (정부) 프랑스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산하의 보건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에서는 프랑스내 화장품과 관련된 보건안전의 총괄책임
 (유럽연합)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éenne)는 화장품 산업을 담당하는 두 개의 위

원 즉, ①소비자 안전을 위한 과학위원회(CSSC)와 ②화장품 상시위원회(COMCOS) 운영
 (기업) 대표적인 고급 화장품(Grand marque) 기업은 로레알 그룹과 LVMH 등이 있음
 (연합단체)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산업계 이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채널로

‘단일화장품 연합단체(FEBEA)’와 ‘단일 미용과 향수 연합단체(CNEP)’ 등이 있음
 (클러스터) 코스매틱 밸리와 테랄리아-파스(Pole TerrarilaPASS) 등이 있음

- (코스매틱 밸리) 기업, 연구센터, 교육기관 등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다양한 R&D 프로
젝트와 스타트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화장품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함
- (테랄리아-파스) 향료, 향수, 화장품 및 감미료 분야에 특화된 클러스터로 아로마 식물
재배부터 산업 생산을 아우르는 논스톱 생산 프로세스 운영
25) Le chiffre du commerce extérieur, Product data in aggregated nomenclature: C20B - Perfumes, cosmetics and
cleaning products, https://bit.ly/2Psk29K (접속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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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랑스의 화장품 산업
[그림 16] 코스매틱 밸리와 테랄리아-파스

자료: 클러스터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화장품 규제와 제도
 화장품 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변화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 혁신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규제와 제도가 변화
- 유럽 차원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최초의 유럽연합 지침인 Directive 76/768/
CE의 내용과 2009년 9월 30일에 규정된 n.1223/2009 지침을 따름
- 화장품은 의약품에 비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지만 화장
품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고 시장에 공급될 수는 없음
 프랑스의 의약품안전보건국(ANSM)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입법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출시
되는 화장품은 강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최신 규제 동향) 친환경성의 강화로 생물다양성법 124조에 따라 스크럽 제품에 사용
되는 미세고형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 등(Lisa Kerbirio, 2019)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시사점
 (현장 중심의 양질의 인적자본) 화장품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은 양질의 노동력이 주요

혁신원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존재
 (산학연계 클러스터) 실무연계형 교육이 가능한 것은 코스매틱 벨리와 같은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에서 산학 연계를 강하게 장려하고 있기 때문
 (강력한 규제체계) 프랑스의 화장품 안전성 지향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제체계는 프랑스

화장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의 규제
체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의 혁신원천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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