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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슈와 관련된 산업탐색, 세부이슈 탐색, 지표 탐색 결과 IT, 은행, 보험, 정유,

화학, 유틸리티, 조선, 기계, 철강, 건설, 건자재, 자동차산업, 부품, 항공운송, 음식료,

유통, 레저,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게임, 화장품, 의류, 제약, 바이오, 소비재, 제과,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류 관점에서 많은 산업이 분석되고 있었다.

관련 연구로 선정 산업 근거로 대중국 수출비중, 반한연론영향, 한중 연관성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산

업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분석한 결과 연간 대중국 수출규모가 크거

나, 전체 수출중 중국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전자부품, 화학(석유

/정밀), 산업용전자제품, 기계(정밀/수송/기초산업), 플라스틱, 가죽 및 모피 등이 었

으며, 관련 업종 영향 평가 결과 높은 중국 의존도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석유화학

/기계산업의 경우 단기 영향 미미하나, 장기적으로 중국내 자급률 상승에 따른 리스

크가 상존하고 있었고, 소비재(화장품/음식료)/서비스(유통/관광/엔터테인먼트)산업

의 경우 中 정부 정책 및 여론 악화에 따른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품목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7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밀화학제품 분야의 화장품 산업과 관광관련 산업을

선택하였으며, 이슈 대응의 최대 이슈는 수출규모, 수출성장률로 분석 주제로 이를

선택하였다. 중국대응 분야는 고정투자율이 높은 산업분야는 제외하고(비철,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중형트럭, 인프라, 건설 등) 소비관련 산업(부동산, 자동차,

가전, 여행, 유통, 헬스케어 등)을 선택하였고,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전

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정밀기계, 기타기계류, 비금속광물 분야는 등은 고정투자율이

높은 인프라 산업 분야로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의 분야로 정밀화학제품 분야

가 소비재로써 화장품,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대응 측면에서 적합하여, 최종적으로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였다.



3-5. 공개데이터 기반 화장품산업의 중국 수출규모 영향 요인 연구

234 • • •  기술혁신연구 20년 : 회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도전

<표 1>화장품 산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C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1893)

C20433 화장품 제조업 (1101)

G464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8482)

G46443 화장품 도매업 (3657)

G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2723)

G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825)

4. 화장품 산업관련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탐색

1) 화장품 산업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스

국내 화장품 산업 분석 기관(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각종 증권사)의 분석자료 살펴본 결과 국내화장품 산업 분석을 위한 분석

지표 및 통계 DB로 경제소비 일반, 생산, 매출, 인력, 수출입, 기업, 유통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을 활용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한양증권, 2016, 삼성증권,

2015).

<표 2>화장품 산업분석을 위한 지표

부문
경제소비일

반
생산 매출 인력 수출입 기업 유통

지표

· 국가별 인당

GDP

· 화장품 소비액

/GDP

· 환율(위안/원)

· 인구구조(화장

품 구매 가능

인구 수, 비

중 20~69세)

· 소비자심리

· 경기선행지수

· 가처분소득 증

가율

· 화장품 시장규

모

· 화장품 시장성

장율

· 화장품 소비량

성장률

· 화장품 판매단

가 성장율

· 화장품 점유율

· 관광객 입국자

수

· 면세점 매출액

· 온라인 거래액

및 비중, 소

매판매액

·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 화장품 제조·

판매 종사자

수

· 화장품 생산

액, 수출액,

수입액

* 유형별 생산

액

* 국별 수출,

수입액

· 기업 현황(제

조, 도매)

· 기업 규모(대,

중소)

· 상장(거래소,

코스닥, 외

감)

· 총자산, 유형

자산 증가율,

비율

· 영업이익률

· 판매관리비율

· 매출원가율

· 부채비율, 자

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유통현황(전

문, 브랜드,

방문판매, 온

라인, 홈쇼핑,

백화점, 마트,

면세점, 의료

/약국, 관리

숍, 기타)

· 유통구조 비중

(온 / 오프라

인)

또한 이들은 중국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 중국 화장품

시장 소비량 성장률, 중국 화장품 시장 판매 단가 성장률, 중국 도시화/신흥중산층

변화율, 중국 1인당 소비량 및 판매단가, 중국 소득 수준과 화장품 소비량, 중국 프

리미엄군 비중 및 증감율, 중국 소비자가격 추이와 전망, 중국 판매 채널 비중 및

성장률 추이, 중국 중산층 비중 변화, 중국 도시지역 소득구간별 인구전망, 중국 화

장품 제품별 비중, 중국 화장품 제품별 성장률, 중국내 한국 화장품 제품별 성장률,

국내기업, 해외 기업 비중, 중국 상위 업체 점유율, 중국 상위 업체 매출 성장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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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화장품 업체 지역별(한국, 중국, 기타) 매출, 국내 업체 시장 구조(내수, 수출, 면

세점), 화장품 수출 현황, 국내 화장품 업체 지역별 영업이익(한국, 중국, 기타) 등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2) 화장품 산업 분석을 위한 지표 및 DB 확보 가능성 탐색

(1) 화장품 산업 관련 일반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특성

화장품 산업의 경제소비 일반 자료 중 중국 관련 자료는 Euromonitor, CEIC 와

같은 해외 전문 산업DB 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증권사 등 분석기관에서 2차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 소비 지표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e나라지표 등이

활용가능하다. 생산 부문 역시 Euromonitor, Datamonior 등 해외 전문 산업 DB사

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거나, 국내 해당 산업협회 등에서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며,

일부 국내 통계 DB를 사용가능 하다. 매출 관련해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면세점협

회 등에서 유료 DB가 이용되며, 분석기관에서 2차 가공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

하며, 일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에서 제공하여 사용 가능하다. 인력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에서 제공하나 5년 단위로 전망치를 제공하

여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수출입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에서

연간 단위로 제공하여 사용 가능하며, 분석의 단위를 좁게 하기 위해 중소화장품기

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월간 단위로 리포트형식으로 제공하여 DB로써의 활용성은 없

다. 기업 정보의 경우 국내 기업정보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연간 리

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며, 일부 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에서 DB를 제공하나

연간단위로 상장사, 외감기업에 국한하여 활용가능성이 낮다. 유통정보의 경우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제조유통조사를 통한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되어 활용 가

능성이 없다.

<표 3> 화장품 산업분석을 위한 공개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성 
구분 지표 원 소스 2차 소스 공개 DB 확보가능성 특성

경제
소비
일반

Ÿ 중국 인당 GDP
Ÿ 화장품 소비액/GDP

Ÿ CEIC
( E u r o m o n e y

Institutional Investor
Company 자회사)
Ÿ Euromonitor

Ÿ 증권사 추정

Ÿ 일부가능 : 공개 DB : 한
국은행, 통계청, e나라지표

Ÿ 시계열값 제공
Ÿ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Ÿ 일부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Ÿ 환율(위안/원) Ÿ 증권사 추정
Ÿ 가능 : 한국은행경제통계
시스템

Ÿ 평균환율 계산(월, 기간,
연)

Ÿ 인구구조(화장품 구
매 가능 인구 수, 비중
20~69세)

Ÿ Euromonitor Ÿ 증권사 추정 Ÿ 불가 : 증권사 추정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Ÿ 소비자심리 Ÿ 한국은행 Ÿ 가능 : e나라지표 Ÿ 연간, 국내값
Ÿ 국내경기선행지수 Ÿ 한국은행 Ÿ 가능 : e나라지표 Ÿ 연간, 국내값
Ÿ 가처분소득 증가율 Ÿ 한국은행 Ÿ 가능 : e나라지표 Ÿ 연간, 국내값

생산

Ÿ 화장품 시장규모
Ÿ 화장품 시장성장율
Ÿ 화장품 소비량 성장
률
Ÿ 화장품 판매단가 성
장율
Ÿ 화장품 점유율

Ÿ Euromonitor
Ÿ Datamonitor
Ÿ 한국화장품협회

Ÿ 증권사 추정

Ÿ 일부가능 : 공개 DB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
업통계

Ÿ 연간, 국내값

Ÿ 일부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일부 있
음/없음

매출

Ÿ 관광객 입국자수
Ÿ 면세점 매출액
Ÿ 온라인 거래액 및
비중, 소매판매액

Ÿ 한국관광공사
Ÿ 한국면세점협회
Ÿ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Ÿ 일부 증권사
추정

Ÿ 일부가능 : 공개 DB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
업통계

Ÿ 월간

Ÿ 일부불가 : 유료 DB Ÿ 월간/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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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화장품 산업 관련 주요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특성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자료는 Euromonitor 사의 유료 DB 서비스에 의존적이며,

접근이 불가능 하다. 또한, 증권사들이 관련 DB를 통해 추가적인 추정 및 리포팅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며, 데이터값을 대부분 표시하지 않고 있다. KITA를 통한 중

국 수출 정보의 경우 기업 회원사 대상의 유료 DB로 접근이 불가하다. 화장품 관

련 수출입 코드를 통해 통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서비스에서 제공)에서 대

중국 수출 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이는 약 1~2년 정도 뒤늦은 연간 자료를 제공한

다. 大중국 수출 전망시 비공개 유료 DB를 통한 분석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타이밍에 있어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정도의 데이

터가 필요하나, 연간 데이터 중심이며 이도 1~2년 정도 뒤늦게 제공되고 있어, 시의

적절한 분석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중국 화장품 산업분석을 위한 공개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성 

Ÿ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일부 있
음/없음

인력
Ÿ 화장품 제조·판매
종사자수

Ÿ 한국화장품협회
Ÿ 공개 DB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
업통계

Ÿ 5년 단위, 전망치

수출입

Ÿ 화장품 생산액, 수
출액, 수입액
- 유형별 생산액
- 국별 수출, 수입액

Ÿ 통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산업통계

Ÿ 공개 DB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
업통계

Ÿ 연간

Ÿ DB 아님 : 중소화장품기
업 수출지원센터

Ÿ 월간
Ÿ 리포트 형식

기업

Ÿ 기업 현황(제조, 도
매)

Ÿ nice 신용평가정보
Ÿ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Ÿ DB아님
Ÿ 연간
Ÿ 리포트 형식

Ÿ 기업 규모(대, 중소)
Ÿ 상장(거래소, 코스
닥, 외감)

Ÿ nice 신용평가정보
Ÿ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Ÿ DB아님
Ÿ 연간
Ÿ 리포트 형식
Ÿ 상장사, 외감기업 국한

Ÿ 일부가능 : 공개 DB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
업통계

Ÿ 연간
Ÿ 상장사, 외감기업 국한

Ÿ 총자산, 유형자산
증가율, 비율
Ÿ 영업이익률
Ÿ 판매관리비율
Ÿ 매출원가율
Ÿ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Ÿ nice 신용평가정보
Ÿ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Ÿ 유료 자료
Ÿ 연간
Ÿ 리포트 형식

유통
Ÿ 유통현황
Ÿ 유통구조 비중(온/
오프라인)

Ÿ 화장품 제조유통조사
Ÿ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Ÿ DB아님
Ÿ 연간
Ÿ 리포트 형식

지표 원 소스 2차 소스 공개 DB 확보가능성 특성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
Euromoni

tor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화장품 시장 소비량 성장률
Euromoni

tor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화장품 시장 판매 단가 성장률
Euromoni

tor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도시화/신흥중산층 변화율
삼성증권

추정
Ÿ 불가 : 증권사 추정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1인당 소비량 및 판매단가
삼성증권

추정
Ÿ 불가 : 증권사 추정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소득 수준과 화장품 소비량
Euromoni

tor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프리미엄군 비중 및 증감율
Euromoni

tor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소비자가격 추이와 전망 Euromoni 증권사 추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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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기반 對중국 화장품 수출규모 분석을 위한 신규 DB 탐색

1) 중국 산업 통계 DB

중국 통계청(http://www.stats.gov.cn)에서는 중국 통계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

공하고 있으며, 수치값 추출을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정보확인 후 DB를 자체 구성

해야 하여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세계은행은 통계 DB

(https://data.worldbank.org/)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관련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세계은행DB에서 제공하는 중국 관련 통계 수치를 2000~2016년간의 데이터를 확

보하였고, 1차적으로 화장품 산업 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낮은 지표와 수치제공이

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총 269개의 지표를 추출하였다. 2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148개 지표를 추출하였다. 3차적으로 화장품 산

업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 55개 지표를 추출하였다. 지표값이 current

값과 constant 값이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 등을 제거하기 위해 constant 지표를 사

용하였고, 지표값이 US$와 LCU가 있는 경우 중국 현지 통화값인 LCU값을 사용하

였다. 지표값이 원 값과 비중 지표의 경우 모두 사용하였다.

tor 정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판매 채널 비중 및 성장률 추이
Euromoni

tor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중산층 비중 변화 매킨지 Ÿ 불가 : 유료 보고서
Ÿ 비정기 리포팅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중국 도시지역 소득구간별 인구전망 매킨지 Ÿ 불가 : 유료 보고서
Ÿ 비정기 리포팅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중국 화장품 제품별 비중
Euromoni

tor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중국 화장품 제품별 성장률
Euromoni

tor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내 한국 화장품 제품별 성장률
Euromoni

tor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국내기업, 해외 기업 비중
Euromoni

tor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상위 업체 점유율
Euromoni

tor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중국 상위 업체 매출 성장률
Euromoni

tor
Ÿ 불가 : 유료 DB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Ÿ 데이터값 표시 없음

국내 화장품 업체 지역별(한국, 중국, 기타) 매출 각사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리포트 형식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국내 업체 시장 구조(내수, 수출, 면세점) 통계청
증권사 추

정
Ÿ 가능 : 통계청 DB
Ÿ 불가 : 리포트 형식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화장품 수출 현황 KITA
Ÿ 불가 : 기업 회원사 유료 리
포팅, 리포트 형식

Ÿ 연간
Ÿ 기업 회원사 유로 리포팅

국내 화장품 업체 지역별 영업이익(한국, 중국,
기타)

각사
증권사 추

정
Ÿ 불가 : 리포트 형식

Ÿ 연간
Ÿ 증권사 리포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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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계은행 통계DB를 통한 중국 화장품 산업분석을 위한 데이터 지표

2) 국내 화장품 산업 통계 DB

통계청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를 통해 총 140개 통계표 중에서 관련

성이 높으며, 시계열로 제공되는 통계표 15개를 추출하였다.

<표 6> 국내 화장품 산업통계 DB를 통한 중국 화장품 산업분석을 위한 지표

데이터 지표

GDP (current U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male (% of fe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GDP growth (annual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ale (% of male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tal (% of total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GNI, PPP (current international $)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 of GDP) Labor force, total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Merchandise exports (current US$)
Population growth (annual %) Merchandise imports (current US$)
Population, total Population ages 15-64, female
Urban population growth (annual %) Population ages 15-64, female (% of total)
Consumer price index (2010 = 100) Population ages 15-64, male (% of total)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constant LCU) Population ages 15-64, total
GDP (constant LCU) Population, female
GDP per capita (constant LCU) Population, female (% of total)
GDP per capita growth (annual %) Population, male
GDP per capita, PPP (constant 2011 international $) Population, male (% of total)
GDP per person employed (constant 2011 PPP $) Rural population
GDP, PPP (constant 2011 international $) Rural population (% of total population)
GNI (current LCU) Service exports (BoP, current US$)
GNI per capita (current LCU) Service imports (BoP, current US$)
Goods exports (BoP, current US$) Trade (% of GDP)
Goods imports (BoP, current US$) Trade in services (% of GDP)
Gross national expenditure (current LCU) Travel services (% of commercial service exports)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annual % growth) Travel services (% of commercial service imports)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constant LCU) Travel services (% of service exports, BoP)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constant 2010 US$) Travel services (% of service imports, BoP)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growth (annual %) Urban population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PP (constant 2011 international $) Urban population (% of total)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LCU)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통계항목 연도 특성

총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시장규모

2005-2015

수출(2005~2015 평균환율이
1069원), 수입(2005~2015
평균환율이 888원) 환율이
다름

생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구개발 연구개발자원

연구개발 기업체 현황

기업수

2008-2014

화장품 업종 연구개발
업체수와 평균매출액
- 2014년 기준 총 115개
대상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평균매출액

연구개발집약도
총매출액

2003-2014 연구개발집약도가 매년 하락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집약도

생산 생산실적 국내 총생산액 대비 화장품산업
총생산 비중

국내 총생산(GDP)

2004-2015
제조업 총생산(GDP)
화장품 산업 총 생산액
　　　GDP 대비 비중
　　　제조업 GDP 대비 비중

업체인력

제조업소 및 생산업소 수 현황

제조업소 수

2009-2015
생산업소 수
품목 수
수입업체 수

제조업체 규모별 업소수 및 생산액

생산규모별

2010-2011 2년치 자료만 존재
1,000억 이상

500억 이상~1,000억 미만

100억 이상~500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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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가 아닌 통계표와 대표성이 낮은 통계표와 중복통계표를 제거하고, 수

입 및 무역수지 등 세부 통계항목을 제외하여 분석가능성이 높은 통계표의 통계항

목을 선정하였다.

<표 7> 국내 화장품 산업통계 DB를 통한 중국 화장품 산업분석을 위한 최종지표

6. DB기반 대중국 화장품 수출규모 분석을 위한 요인 탐색

1) 對중국 화장품 수출규모 분석 DB 구성

세계은행 통계 DB의 통계값 55개와 국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의 통

계값 7개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DB를 구성하였다. 세부 통계값의 연도별 데이터가

누락되어 없는 경우가 있어 분석 시점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 DB를 구성하

였다: 1) 2011-2015, 2) 2009-2015, 3) 2005-2015

50억 이상~100억 미만
10억 이상~50억 미만
10억미만
합계

취업자수 전망

화장품관련 산업

2008 2013 2018
2023

전망치 자료로 5년 단위로
추정

인력 조사 자료는 없음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수출입
일반현황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

수입
2000-2015수출

무역수지

국가별
국가별 수출 현황 중국

2004-2014
국가별 수입 현황 중국

기업경영성
과 일반현황

전체 화장품기업 매출액 추이

대기업
2009-2015 상장사, 외감기업 등 총

161개사에 국한중소기업
기업전체

영업이익률
대기업

2009-2015 상장사, 외감기업 등 총
161개사에 국한중소기업

기업전체

시장규모
국가별 주요국 중국 2009-2015

품목별 유형별
한국 2009-2015
중국 2011-2015

소비동향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중 위생 및
이미용용품 소비지출액 위생 및 이미용용품 2003-2016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통계항목 연도 특성

총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수출 2005-2015

수출(2005~2015 평균환율이
1069원), 수입(2005~2015
평균환율이 888원) 환율이 다름

생산 생산실적
국내 총생산액 대비
화장품산업 총생산

비중

화장품 산업 총 생산액

2004-2015　　　GDP 대비 비중

　　　제조업 GDP 대비 비중

업체인력 제조업소 및
생산업소 수 현황

제조업소 수
2009-2015

생산업소 수

수출입 국가별 국가별 수출 현황 중국 2004-2014

시장규모
국가별 주요국 중국 2009-2015

품목별 유형별 중국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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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기간 및 변수 설정

1) 2011-2015 

회귀분석결과 t값과 p값이 확인되지 않으며,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일부 발생

하며 모델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타 구간 모델과의 조정을 통해 요인 수정후 모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요인으로 GDP 성장률, 상품수입, 서비스무

역 비중, 도시인구 비중이 확인되었다.

<표 9> 2011-2015 회귀분석 결과

2) 2009-2015 

회귀분석결과 t값과 p값이 확인되지 않으며,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일부 발생

하며 모델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타 구간 모델과의 조정을 통해 요인 수정후 모델

수정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 화장품 생산, 국내 전체 화장품

수출,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율, 1인당 GDP 성장률, 상품수출, 1인당 가계최종소비

지출율, 인구 15~64세 여성 비율,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율, 여행서비스 비율, 도

시인구 비율이 확인된다.

분석기간 2011-2015 2009-2015 2005-2015

변수
* 종속변수 : 중국 화장품 수출액

* 독립변수 : 71개 변수

* 종속변수 : 중국 화장품 수출액

* 독립변수 : 65개 변수

* 종속변수 : 중국 화장품 수출액

* 독립변수 : 59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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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9-2015 회귀분석 결과

3) 2005-2015 

회귀분석결과t값과 p값이 확인되지 않으며,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일부 발생

하며 모델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타 구간 모델과의 조정을 통해 요인 수정후 모델

수정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주요 요인으로 국내 화장품 생산, 국내 전체 화장품

수출,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율, 1인당 GDP 성장률, 상품수출, 1인당 가계최종소비

지출율, 인구 15~64세 여성 비율,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율, 여행서비스 비율, 도

시인구 비율이 확인 된다.

<표 11> 2005-2015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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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수 수정을 통한 중국 화장품 수출규모 영향요인 탐색 및 추정 모형

1차 회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변수로 종속변수를 축소하였다 : GDP 성장

률, 상품수입, 국내 화장품 생산, 국내 전체 화장품 수출,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율,

1인당 GDP 성장률, 상품수출,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율, 인구 15~64세 여성 비율,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율, 여행서비스 비율, 도시인구 비율

2차로 12개 변수 중 국내 전체 화장품 수출,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후행성을 띄

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총 10개로 2차 회귀분석 수행하였으며, 10개 변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여 분석기

간을 조정하였다.

<표 12> 수정된 종속변수 DB 기반 2005-2015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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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t값과 p값 확인시 모형 6에서 의미있는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다중공

선성 측면에서 일부 변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변수가 상품수입,

인구 15~64세의 여성, 도시인구 비중으로 변수 자체가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불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수값을 제외하고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 상품 수입액, 인구

15-64세 여성 비중, 도시인구 비중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도시인구, 상품

수입, 인구 15-64세 여성 비중,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의 순으로 중국

화장품 수출액에 영향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여행서비스비율(상업서비스 수입 대비)이 중국

수출액과 0.899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타지표와도 높은 음/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나, 오히려 중국화장품수출과 관련하여 숨어있는 요인을 파악

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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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수정된 종속변수 DB 기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최종 분석결과 최종 중국 화장품 수출액 추정을 위한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이 추정됨.

• 중국 화장품 수출액(천달러) = 3216619.251 + 2570893.888 x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 – 0.001 x

상품수입액(천달러) - 0.028 x 15-64세의 여성 인구 + 23,240,753.91 x 도시인구 비중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공개 DB 기반 분석 결과 중국의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 상품 수입액, 인구 15-64세 여성 비중, 도시

인구 비중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상업서비스 수입 대비 여행서비

스비율도 유의미한 지표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개 DB의 경우 정보

의 한계가 존재하여 보다 정확한 설명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공개 및

유료 DB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개 DB 기반의 산

업시장분석 방법론 연구로서의 DB의 원천적인 한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으로 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시점을 전후로 한 다량

의 DB가 요구되나, 대부분 고가의 유료DB 및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의 비공개 보

고서를 통해 자료가 유통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비재로

써의 분석 대상인 화장품 산업은 관련 당국의 제도적 요인(규제, 관세 등)과 해당

국가의 소비자 관련 요인(사회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정보(DB)가 요

구되나, 해당 정보는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심층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정보

로써 정보 원천으로써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한계가 있었다. 예로 중국의 사드 보

복에 대한 관세, 수출입 규제, 해당 국가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DB)가 요구되나 해당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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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공개 자료 기반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에 대한 심층 연구

관세청 무역통계 서비스(https://unipass.customs.go.kr)는 연도별 기준으로 품목

별, 국가별 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나, 연간 단위의 통계자료만 제공되고 있다. 화장

품 수출입 통계를 위한 HS코드는 아래와 같다.

<표 14> 화장품 수출입 HS 코드

상기 품목에 대한 대중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아래와 같으며, 2017년 1~7월까지

누계 수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대비 15.2% 성장하였다.

<표 15> 大중국 화장품 수출입 실적
연도 2016 2017 2016년 전년 동기비 성장률(%)

중국수출액(천달러) 1,569,712 1,808,335주2)

1월 93,335주1) 102,668 10
2월 84,950주1) 167,692 97.4
3월 149,065주1) 172,915 16
4월 126,135주1) 126,261 0.1
5월 133,711주1) 113,654 -15
6월 122,893주1) 135,551 10.3
7월 117,568주1) 134,733 14.6

1~7월 계 827,656 953,474
2016년 전체 대비 1~7월 비중 52.73% 52.73%주2) 15.2

자료)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 2017년 7월 화장품 수출입실적, 2017.8.2.

주1) 2016년 월 수출액은 2017년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추정

주2) 2016년 전체 수출액 대비 2016년 1~7월 누계 수출액의 비중 52.73%를 2017년 1~7월 누계값에 적용하여 2017

년 전체 누계 수출액을 추정함.

품목 HS코드
향수 3303.00.1000
화장수 3303.00.2000
립스틱 3304.10.1000
입술용기타 3304.10.9000
아이샤도우 3304.20.1000
눈화장용기타 3304.20.9000
네일에나멜 3304.30.1000

메니큐어기타 3304.30.9000
페이스파우다 3304.91.1000
분말상기타 3304.91.9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1000
메이크업용제품 3304.99.2000
어린이용제품 3304.99.3000
기타화장품 3304.99.9000
샴푸 3305.10.0000

파마넨트웨이브 3305.20.0000
헤어래커 3305.30.0000
헤어린스 3305.90.1000
헤어크림 3305.90.2000
기타두발용 3305.90.9000

애프터세이빙로션 3307.10.1000
면도용기타 3307.10.9000

인체탈취제및내발한제 3307.20.0000
가향한목욕용염 3307.30.1000
기타목욕용 3307.30.2000
향낭 3307.90.2000
기타 3307.90.9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 활성제품과조제품 340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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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제도적 보복조치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수입금

지 등의 규제 강화, 관세율 증대 등의 조치는 없었으며, 2016년 10월 1일자를 기준

으로 중국 화장품류의 관세는 유지, 증치세도 유지, 소비세는 30%에서 15%로 낮추

면서 오히려 중국의 사드 보복보다는 화장품 소비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향

및 구매율에 대한 조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화

장품산업연구원의 해외 화장품 소비자 심층조사(2014.12.)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주

요 특성이 파악된다. 한국 화장품은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는 점이 소비자에 인식

되며 중저가 제품이 인기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스킨케어 부

문에서 유럽, 미국, 중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4.7% 수준의 점유

율을 보이며,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약 2.1% 수준이다. 한국 화장품 사용

자는 20대가 36%, 30~40대가 각 24%, 10대 후반이 7%로 구성되며, 취업자가 86%,

주부 및 학생이 14%로, 가구 소득은 12천 위안에서 2만 위안대에 약 47%가 포진한

다. 한국 화장품 사용 경험은 약 75%로 약 38%가 사용중이며, 사용브랜드 최고 점

유율은 스킨케어 부문에서 약 2%로, 향후 구매 의향은 71%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 말

로 2017년 4월 사드가 실제 배치되면서 거세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2월의 전년 동기대비 97.4% 성장한 수출에 비해 3월 16% 성장, 4월 0.1% 성장, 5

월–15% 성장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다 6월부터 다시 전년 동기비 10.3% 성장, 7월

14.6% 성장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가 다시 회복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제도적 조치는 없었으며, 수출 실적 상에서 한

국 화장품에 대한 일시적기간에(2017년 4월, 5월)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향 및 구매율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6월 이후 중국 화장품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다시 10%이상 성장하

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공개 DB 기반의 산업시장분석 방법론 연구로써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른 이슈 관련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시장의 주요 분석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분

석하기 위한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공개 DB 기반 화장품 산업의 중국 수출 규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화장품

의 중국 수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공개 DB 기반 분석 결과 중국의 GDP 대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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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 상품 수입액, 인구 15-64세 여성 비중, 도시인구 비중이

지표로써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상업서비스 수입 대비 여행서비스비

율도 유의미한 지표로 추정되었다.

사드 보복에 따른 화장품 산업의 중국 수출 규모 심층 연구 결과 중국의 사드 보

복에 따른 제도적 조치는 없었으며, 수출 실적 상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일시적

기간에(2017년 4월, 5월)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

자의 구매의향 및 구매율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6월 이후 중국 화

장품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다시 10%이상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련 산업통계는 대부분 1~2년의 시간이 지연된 후에

공개되며, 통계 지표별 기간 등이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세부 분석 대상인

연구 주제로써의 이슈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협회, 기관 등에서 비공개 형태이거

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써의 데

이터베이스는 주기가 주간, 월간, 분기 등 시간적으로 비교적 짧은 주기의 자료를

요하나, 대부분 연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짧은 주기의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및 유료 자료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 특성 등의 정보는 정보 자체로써

사회과학적 조사와 분석에 의해 결과들이 제공되며 이는 대부분 유료이며, 비공개

형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제도적 측면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정보

로써 주기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산업시장

분석 모델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개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상 경쟁력있는 분석 모델 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시장 분석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분석 모델 및 분석 결과는 대부분 유료 및 자체 비공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 모델의 개발 보다는 경쟁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의 확보가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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