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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뷰티·바이오 연구 단지 방문… 화장품 업계, 협회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4월 14일 뷰티·바이오 연구 단지
(LG사이언스파크, 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화장품 업계, 협회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2020년 수출 8조2,877억 원(75억7,210만 달러)으로
프랑스(1위), 미국(2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 6월
까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자율 안전관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경쟁력 향상 ▲산업계
제품 안전성 평가 역량 제고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육성 ▲
화장품 인증제도 자율성 확대 등입니다.
< 식약처-화장품 전문가 간담회 >
‣ (일시·장소) : 4.14.(목), 14:00~16:00 / LG사이언스파크(이노베이션홀)
‣ (참석) 식약처 관계자 및 업계 대표*, 협회** 관계자 등 총 11명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

□ 김강립 처장은 “그간 우수한 기술력, 업계의 노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ㅇ 업계, 협회 전문가들은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화장품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 협회 전문가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붙임> 2022년 식약처·전문가 간담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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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약처·전문가 간담회 일정

□ 일시
목
□ 장소 사이언스파크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참석자
○ 식약처 처장 기획조정관 바이오생약국장 화장품정책과장 대외협력관
○ 전문가 화장품 업계 협회 등 전문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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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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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14:00~14:05

5’

참석자 소개

14:05~14:10

5’

처장님 인사 말씀

14:10~14:20

10’

LG사이언스파크 소개

14:20~15:00

40’

이노베이션센터(현장 방문)

15:00~15:15

15’

(발제)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15:15~15:55

40’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유토론

15:55~16:00

5’

처장님 마무리 말씀

* 세부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