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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정의 및 분류
(2) 화장품 시장규모 및 동향
(3) 화장품 수입동향
(4) 화장품 유통시장 동향
(5) 소비자 구매 동향
2) 인도네시아 기초화장품 시장동향
(1) 기초화장품 시장경쟁 동향
(2) 기초화장품 유통채널
3) 인도네시아 데오도란트 시장동향
(1) 데오도란트 시장개요
(2) 데오도란트 시장규모 및 동향
(3) 데오도란트 수입동향
(4) 데오도란트 경쟁동향
4) 인도네시아 화장비누 시장동향

(1) 시장동향 및 소비트렌드
(2) 화장/목욕용 비누 생산 및 수출입 동향
(3) 화장/목욕용 비누 경쟁동향
5) 인도네시아 헤어케어 시장동향
(1) 헤어케어 시장현황
(2) 헤어케어 업체현황
(3) 헤어케어 수입현황
2-4. 필리핀 화장품 시장 현황
1) 필리핀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정의 및 분류
(2) 화장품 수입현황
2) 필리핀 화장품 유통현황
(1) 화장품 유통시장 동향
(2) 화장품 유통채널 현황
① LAZADA
② Sephora
③ THE SM STORE
2-5.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1)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규모
(2)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입동향
2) 말레이시아 화장품 유통현황
(1) SEPHORA MALAYSIA
(2) LAZADA
(3) Watsons MALAYSIA
3) 말레이시아 스킨케어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최근 동향
(2) 말레이시아 스킨케어 수출입동향
2-6. 인도 화장품 시장 현황
1) 인도 화장품 시장동향
(1) 인도 화장품 시장현황
(2) 인도 화장품 CDSCO 인증현황
2) 인도 유아용 물티슈 시장동향
(1) 유아용 물티슈 시장동향
(2) 유아용 물티슈 수출입동향
2-7. 호주 화장품 시장 현황
1) 호주 화장품 시장동향
2) 호주 화장품 소비트렌드
3) 호주 화장품 수입규모 및 동향
4) 호주 화장품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1) Unilever Australia Pty Ltd

(2) Pola Orbis Jurlique Holdings Pty Ltd
(3) Ego Pharmaceuticals Pty Ltd
2-8. 싱가포르 화장품 시장 현황
1) 싱가포르 화장품 시장동향
(1) 싱가포르 화장용 정의 및 분류
(2) 싱가포르 화장용 시장규모
(3) 싱가포르 화장용 유통현황
2) 싱가포르 화장용 비누 시장동향
(1) 화장용 비누 시장현황
(2) 화장용 비누 수입동향
(3) 화장용 비누 업체동향
2-9. 베트남 화장품 시장 현황
1) 베트남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개요 및 특징
(2) 화장품 수입동향
(3) 화장품 유통현황
2) 베트남 물티슈 시장동향
(1) 물티슈 시장규모 및 동향
(2) 물티슈 수입동향
(3) 물티슈 경쟁동향 및 기업현황
2-10. 홍콩 화장품 시장 현황
1) 홍콩 화장품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2) 홍콩 목욕용품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규모 및 동향
(3) 주요 경쟁기업 및 경쟁동향
2-11.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시장 현황
1)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현황
(2) 화장품 수출입 동향
(3) 화장품 경쟁 동향
2) 우즈베키스탄 헤어 및 바디케어제품 시장동향
(1) 헤어 및 바디케어제품 시장규모 및 소비동향
(2) 헤어 및 바디케어제품 수출입 동향
(3) 헤어 및 바디케어제품 경쟁동향 및 기업동향
2-12. 기타 아시아 국가 화장품 시장 현황
1) 방글라데시 화장품 시장동향
2) 라오스 화장품 시장동향
(1) 수입규모 및 수입동향

(2) 한국 화장품 수입동향
3) 미얀마 물티슈 시장동향
(1) 물티슈 시장 및 수입동향
(2) 물티슈 유통현황
4) 캄보디아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 및 수입동향
(2) 화장품 시장 판매구조
5) 몽골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 및 제품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6)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규모 및 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화장품 경쟁동향 및 기업동향
3. 유럽 주요 국가별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3-1. 독일 화장품 시장 현황
1) 독일 화장품 시장동향
2) 독일 선케어 제품 시장동향
(1) 선케어 시장규모 및 동향
(2) 선케어 수출입동향
(3) 선케어 제품동향
(4) 선케어 주요 기업 및 유통동향
3-2. 영국 화장품 시장 현황
1) 영국 화장품 시장동향
2) 영국 화장품 유형별 시장현황
3) 영국 화장품 수입동향
4) 영국 화장품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5) 영국 화장품 유통현황
3-3. 프랑스 화장품 시장 현황
1) 프랑스 화장품 시장동향
2) 프랑스 화장품 수입동향
(1) 화장품 수입현황
(2) 한국 화장품 시장동향
3) 프랑스 화장품 유통채널 현황
(1) SEPHORA FRANCE
(2) MARIONNAUD
3-4.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규모 및 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화장품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2) 이탈리아 자연화장품 시장동향
(1) 자연화장품 시장규모 및 동향
(2) 자연화장품 국내제품 진출동향
(3) 이탈리아 화장품 등록 및 인증
3) 이탈리아 커스터마이징 화장품 시장동향
4) 이탈리아 화장품 유통현황
(1) SEPHORA ITALY
(2) AMAZON ITALY
3-5. 스페인 화장품 시장 현황
1) 스페인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2) 화장품 경쟁동향
(3) 화장품 수입동향
2) 스페인 화장품 유통현황
(1) SEPHORA SPAIN
(2) El Corte Ingles
3-6. 러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러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현황
(2) 화장품 수입동향
2) 러시아 화장품 유통채널 현황
(1) OZON
(2) ULMART
3) 러시아 바디용품 시장동향
(1) 바디용품 시장개요
(2) 바디용품 시장 및 업체현황
(3) 바디용품 수입동향
3-7. 네덜란드 화장품 시장 현황
1) 네덜란드 화장품 시장현황
(1) 화장품 시장개요
(2)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3)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동향
2) 네덜란드 화장품 유통현황
(1) 화장품 유통채널
(2) 화장품 소비트렌드
3-8. 스웨덴 화장품 시장 현황
1) 스웨덴 화장품 시장현황 및 전망
2) 스웨덴 화장품 유통현황 및 경쟁동향
3) 스웨덴 마이크로 플라스틱 화장품 판매 금지
3-9. 스위스 화장품 시장 현황

1) 스위스 화장품 시장현황
(1) 화장품 시장규모 및 동향
(2) 화장품 경쟁동향 및 주요 기업
(3) 화장품 유통구조
2) 스위스 선케어 및 선크림 시장동향
(1) 선케어 및 선크림 시장규모 및 동향
(2) 선케어 및 선크림 수입동향
(3) 선케어 및 선크림 경쟁동향 및 주요 기업
3-10. 폴란드 화장품 시장 현황
1) 폴란드 화장품 시장동향
2) 한국 화장품 폴란드 진출현황
3-11. 불가리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불가리아 화장품 시장동향
2) 불가리아 화장품 수입동향
3) 불가리아 화장품 경쟁동향
3-12. 세르비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세르비아 화장품 시장 현황
2) 세르비아 마스크팩 시장 현황
(1) 마스크팩 시장규모 및 수입동향
(2) 마스크팩 시장특징 및 한국 제품 진출현황
(3) 마스크팩 유통구조
3-13. 기타 유럽 화장품 시장 현황
1) 덴마크 화장품 시장 현황
(1) 화장품 시장규모 및 트렌드
(2) 화장품 수입동향
(3) 화장품 경쟁동향 및 주요기업
2) 슬로바키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화장품 시장동향
(2) 화장품 시장 트렌드
(3) 화장품 수입 동향
3) 헝가리 화장품 시장 현황
(1) 미용 및 화장품시장
(2) 화장품 수입현황
(3) 화장품 유통현황
4) 벨라루스 화장품 시장 현황
(1) 화장품 시장현황
(2) 한국 화장품 수입동향
5) 그리스 화장품 시장 현황
(1) 화장품 시장동향
(2) 화장품 경쟁 및 소비동향
(3) 화장품 수출입동향

4. 아메리카 주요 국가별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4-1. 미국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1) 미국 화장품 시장현황
(1) 미국 화장품 정의 및 분류
(2) 미국 화장품 시장동향
(3) 미국 화장품 경쟁동향
2) 미국 화장품 수출입 현황
(1) 미국 화장품 수입동향
(2)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현황
(3) 미국 화장품 라벨링 및 규제
3) 미국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1) 색조화장품 산업동향
(2) 색조화장품 소비트렌드
4-2. 캐나다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1) 캐나다 화장품 시장동향
2) 캐나다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1)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2) 색조화장품 수입동향
(3) 색조화장품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 기업
4-3. 브라질 화장품 시장현황
1) 브라질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
(4) 화장품 유통현황
2) 브라질 기초화장품 시장현황
(1) 기초화장품 시장현황 및 트렌드
(2) 기초화장품 시장 진출전략
3) 브라질 화장품 유통채널 현황
(1) SEPHORA BRAZILL
(2) AMERICANAS.COM
4-4. 칠레 화장품 시장현황
1) 칠레 화장품 시장현황
(1) 화장품 시장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
(4) 화장품 유통현황
2) 칠레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1) 색조화장품 시장동향
(2) 색조화장품 수입동향

(3) 색조화장품 업체동향
3) 칠레 목욕용품 시장동향
(1) 목욕용품 시장현황
(2) 목욕용품 유통구조
(3) 목욕용품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 기업
(4) 목욕용품 수입동향
4-5. 콜롬비아 화장품 시장현황
1) 콜롬비아 화장품 시장현황
(1) 화장품 시장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한국의 대콜롬비아 화장품 수출현황
2) 콜롬비아 헤어케어 시장동향
(1) 헤어케어 시장현황
(2) 헤어케어 경쟁현황
3) 콜롬비아 화장품 유통현황
(1) 화장품 유통동향
(2) 화장품 유통채널
① Falabella
② La Riviera
4-6. 멕시코 화장품 시장현황
1) 멕시코 화장품 시장현황
(1) 화장품 시장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
2) 멕시코 화장품 유통현황
(1) 화장품 유통현황
(2) 화장품 주요 유통채널
① SEPHORA MEXICO
② Liverpool
3) 멕시코 그루밍 제품 시장현황
(1) 그루밍 제품 시장동향
(2) 그루밍 제품 경쟁동향 및 시장전망
4-7. 과테말라 화장품 시장현황
1) 과테말라 마스크팩 시장동향
(1) 마스크팩 수요동향
(2) 마스크팩 유통동향
2) 과테말라 남성 그루밍제품 시장동향
(1) 남성 향수 시장동향
(2) 남성 면도용품 시장동향
(3) 남성 미용용품 시장동향
4-8. 기타 중남미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1) 코스타리카 화장품 시장현황
(1) 코스타리카 뷰티시장 현황
(2) 코스타리카 뷰티케어 시장트렌드
2) 에콰도르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규모 및 동향
(2) 화장품 수입동향
(3) 화장품 경쟁동향
3) 페루 및 볼리비아 화장품 시장현황
5. 중동 주요 국가별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5-1. UAE 화장품 시장 현황
1) UAE 기초화장품 시장동향
(1) 기초화장품 품목별 시장동향
① 스킨케어(Skin Care) 시장동향
② 선스크린(Sun Screen) 시장동향
③ 클렌저(Cleanser) 시장동향
(2) 기초화장품 수출입 현황
(3) 기초화장품 주요 기업과 경쟁현황
2) UAE 향수 시장동향
(1) 향수 시장규모 및 동향
(2) 향수 수출입 동향
3) UAE 탈모제 시장동향
(1) 탈모제 시장규모 및 동향
(2) 탈모제 수출입 동향
(3) 탈모제 경쟁동향
4) UAE 어린이용 스킨케어 시장동향
(1) 어린이용 스킨케어 시장규모 및 동향
(2) 어린이용 스킨케어 수출입동향
(3) 어린이용 스킨케어 경쟁동향 및 유통구조
5) UAE 물티슈 시장동향
(1) 물티슈 시장규모 및 동향
(2) 물티슈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5-2.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시장동향
2)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산 화장품 수입 동향
5-3. 모로코 화장품 시장 현황
1) 모로코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현황
(2) 화장품 수입 동향
(3) 화장품 수입허가 방법
2) 모로코 화장품 유통현황

3) 모로코 남성용 화장품 시장동향
5-4. 이집트 화장품 시장 현황
1) 이집트 화장품 시장동향
2) 이집트 화장품 수입동향
3) 이집트 화장품 경쟁동향
5-5. 카타르 화장품 시장 현황
1) 카타르 화장품 시장동향
2) 카타르 화장품 수입동향
(1) 수입동향
(2) 한국 대카타르 화장품 수출동향
3) 카타르 물티슈 시장동향
5-6. 오만 및 알제리 화장품 시장 현황
1) 오만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 및 수입동향
(2) 한국의 대오만 수출 현황
2) 알제리 화장품 시장동향
(1) 화장품 시장개요
(2) 화장품 수입동향
(3) 화장품 수출동향
Ⅳ. 부록 - 관련 자료
1.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2018년 시행계획
1-1.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1) 피부과학 응용연구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2) 신 제형기술 개발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3) 새로운 평가기술 개발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1-2.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1) 화장품 해외사무소 운영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2) 화장품 특성화 대학원 설립·운영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3) 화장품산업 실무형 전문가 양성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4) 화장품패키징센터 구축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3)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1-3.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1)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분석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2) 화장품 수출 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3)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3)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4) 화장품 소비 잠재시장 개척지원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3)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5)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3)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6)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3)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7) 해외 박람회에 한국 화장품 관련행사 추진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3)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1-4.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1) 화장품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확대 등 항구적 적용
(1) 2017년 추진실적
(2) 2018년 추진계획
2)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1) 2018년 추진계획
(2) 연차별 이행계획 및 소요예산

2. 화장품 산업 관련기관
2-1. 화장품 검사기관(2018. 5.)
2-2. 화장품 GMP 적합업소 현황(201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