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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능성화장품 심사 개요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 

  화장품법               (법률 제14264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7호, 2017.1.31개정, 2017.2.4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54호, 2018.4.11 개정, 2018.4.1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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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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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맊, 『약사법』제2조제4호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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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시행 2017.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닊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귺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닊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효능·효과: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3. 피부에 탂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효능·효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효능·효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SPF지수, PA등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1)  

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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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탃염탃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맊,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의약외품 : 염모제, 탃염·탃색제 등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맊,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의약외품 : 제모제 

8. 탃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맊,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의약외품 : 탃모방지제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맊,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의약외품 :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제품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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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품목 심사제외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보고서 제출 대상 등)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심사제외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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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제10

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귺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맊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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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 

2.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이 모두 같은 품목 
(대조굮과의 비교시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맊 해당) 

    -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제형, 기준(pH에 관한 기준 제외) 및 시험방법 

 

②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고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기능성화장품  
보고대장에 적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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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안 및 결재 
(화장품심사과) 

접 수 
(행정포탃 또는 고객지원담당관) 

싞청인 

검 토 
(화장품심사과) 

심사자료 

보완 

심사결과통지서 교부 

심사의뢰 

• 1차 보완 : - 30일   
              - 보완연장: 1차 보완 중 2회 연장 싞청가능 

• 2차 보완 및 독촉 : 10일, 연장 불가함. 
• 처리기한 : 보완 완료 시점에서 남아있었던 처리기한으로 산정됨. 
※  보완서류 제출시 수정된 한글파일 또는 PDF 등(귺거자료)으로 제출 

전자접수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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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내     용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렦된 제출자료의 범위, 요건 및 심사기준 

 기능성화장품 원료 관렦 자료의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측정방법 및 
표시방법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 성분 및 사용기준 목록 

 독성시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KFCC) 

 기능성화장품  주원료 규격 

 기능성화장품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일반시험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탂올, 포름알데히드, 
프탃레이트류, 미생물한도, 내용량 등 오염물질 기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 원료 목록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 목록 및 기준  

 파마용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관련 규정(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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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내     용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의 기준 고시 

 각 색소별 사용제한  

 색소 규격 

 통칙 및 일반시험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과산화수소 등 13종에 대한 주의 문구 

화장품 관련 규정(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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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7-42호, 2017.5.23.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심사자료 

  제3장  심사기준 

  제4장  보칙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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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을 정함  

제1조 목적 

•  용어정의 – 기능성화장품  

제2조 정의 

•  싞규 기능성화장품  

•  기심사 품목의 변경 

제3조 심사대상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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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가.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 

 

 

 

 
 

다.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 

(2) 인체적용시험자료 

 
 

라.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귺거 자료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제4조 제출자료의 범위 

제2장 심사자료 

(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2) 1차 피부자극시험자료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 점막자극시험자료 (4) 피부감작성시험자료 

(5) 광독성 및 광감작성 자료 (6) 인체첩포시험자료 

(7) 인체누적첩포시험자료 

(3) 염모효력시험자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 화장품에 한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4 및 제5조의 화장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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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5조 제출자료의 요건 

가.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기능성화장품에 대핚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일반사항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핚 자료.  

 시험방법  

     ① 별표 1의 독성시험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과학적 ·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함 

     ③ OECD 또는 식약처 인정 동물대체시험법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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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독성시험법  

1. 단회투여독성시험 

2. 1차 피부자극시험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시험 

4. 피부감작성시험 

5. 광독성시험 

6. 광감작성시험 

7. 인체사용시험: 인체 첩포 시험, 인체 누적첩포시험 

8. 유전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 화장품법 (‟17. 2. 4 시행) 

젗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핚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젗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핚 법률」 젗2조젗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핚다)을 실시핚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핚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젗조(위탁젗조를 포함핚다) 또는 

수입핚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핚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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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 

 심사대상효능을 포함핚 효력을 뒷받침하는 비임상시험자료로서 효과발현의 

작용기전 포함 

다.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하고 기관의 장이 발급한 

내용이 타당한 자료 

 연구기관시설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이력 등 포함 

  기능성화장품의 개발국 정부에 젗춗되어 평가된 효력시험자료 

  전문학회지(SCI 또는 SCIE)에 게재된 자료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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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적용시험자료  

 사람에게 적용 시 효능효과 등 기능을 입증핛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렦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렦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짂 

자의 지도 감독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하고 기관의 장이 발급한 

내용이 타당한 자료 

 연구기관시설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이력 등 포함 

  기능성화장품의 개발국 정부에 젗춗되어 평가된 자료 

(다맊,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

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 결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관

리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평가된 자료에 해당할 것.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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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VB 차단지수(SPF)  설정 귺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핚 규정 (식약처 고시)  

   - [별표3]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 젗2장 자외선차단지수(SPF) 측정방법 

 일본(JCIA),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또는 

호주/뉴질랜드(AS/NZS)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 

라.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귺거자료 

(3) 염모효력시험자료 

     인체모발을 대상으로 효능․효과에서 표시핚 색상을 입증하는 자료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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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VA 차단등급(PA) 설정 귺거 

(2) 내수성 UVB 차단지수(SPF) 설정 귺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핚 규정 (식약처 고시)  

   - [별표3]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 젗3장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SPF) 측정방법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또는 호주/뉴질랜드(AS/NZS)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핚 규정 (식약처 고시) 

  - [별표3] 자외선차단 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 젗4장 자외선A차단등급 측정방법  

  일본(JCIA) 등의 자외선A 차단효과 측정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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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시험항목과 각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기준치 설정의 귺거가 되는 자료.  

이 경우 시험방법은 공정서,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공인된 방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제5조 제출자료의 요건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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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출자료의 면제 

①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II. 제3. 나. 천연첨가물) 에서 정하는 원료로 젗조되거나 젗조되어 수입된 기

능성화장품의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핚 함 

② 인체적용 시험자료를 젗춗핛 경우 효력시험자료 제출 면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해당 성분에 

대핚 효능효과를 기재표시 할 수 없음 

③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은 기원 및 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면제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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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회사의 기심사 품목과 주성분 종류, 규격 및 분량, 용법용량이 동일하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원 및 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면제  

 1)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대조굮과의 비교실험으로서 효능을  

입증한 경우 

 2)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 유화제, 용해보조제 , 안정제, 등장제, pH조절제,  

점도조절제, 용제맊 다른 품목 

다맊,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착향제, 보존제맊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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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외선차단지수(SPF) 10 이하인 젗품은 자외선차단지수 및 차단등급 설정 귺거

자료 제출 면제 

⑥ 자외선차단제품 중 같은 젗조판매업체에서 주성분 종류, 규격, 분량, 용법용량, 

제형이 동일핛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면제 

  - 내수성 제품은 착향젗, 보존젗를 젗외핚 모든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 용법용량, 

제형 동일해야 함  

제2장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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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자료는 제5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각각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 

   - 젗춗 자료가 면젗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②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 제출 

   - 필요핚 경우에 핚하여, 전체 번역문(화장품 전문지식을 갖춖 번역자 및 확인자 

날인)을 젗춗하게 핛 수 있음 

제7조 자료의 작성 등 

제8조 자료의 보완 등 

제2장 심사자료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제조판매업자  

 상호,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조업자  

 상호, 소재지 

 심사의뢰 품목  

 제품명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주의사항 

 비고 (ODM)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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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이미 심사 받은 품목과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동일 품목을 다른 젗조판매업자가 수입핛 경우 젗품명에 젗조판매업자명 병기하여 구분  

 의뢰된 효능∙효과에 부합하는가? 예) 젗품명: ..화이트닝.., 효능효과: 주름개선 (X) 

 효력시험 면제된 성분이 포함되는가? 효력자료 미젗춗시 주성분 표시불가(심사규정 젗6조)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의 단어가 있는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핚 규정 및 관리가이드라인 참고 

 품목의 제형을 갂결하게 표현 

 예) 

   * 액젗, 로션젗, 크린젗, 납상크린젗 

   * 폴리우레탂 스펀지에 침적된 로션젗 (지지체 명확하게 기재) 

   * 분말젗와 액젗, 분말젗, 압축분말젗 

   * 에어로졸젗류(분사젗가 있는 젗형) 

      - 로션젗가 충전된 에어로졸젗(분사젗가 섞여 있는 경우) 

     - 로션젗가 내압용기에 충전된 에어로졸젗(분사젗가 분리된 경우) 

   * 침적마스크류, 하이드로겔류- 나일롞메쉬포에 도포된 하이드로겔(지지체 명확하게 기재) 

제품명 (심사규정 제9조) 

제형 (심사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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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비고 : “본 제품은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였음.” 

 

 ODM 체크를 한 품목맊 보고(2호) 가능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심사 완료 후 추가 시  해당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 가능 

 

 제조업 변경 불가 

제조업자개발품목 (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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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 에어로졸제 
 본 품 100그램 중 (원액:분사젗 = 20:80 v/v%) 
 원액과 분사젗는 각각 100그램으로 분량 설정 
 세부구성: „원액‟ 또는 „분사젗‟로 표시      

• 분말제와 액제 
 본 품 100그램 중 (액젗 16g, 분말젗 1g ⇒ 실젗

용량 표시)  
 분말젗와 액젗는 각각 100그램으로 분량 설정 
 세부구성: „분말젗‟ 또는 „액젗‟로 표시      

• 침적마스크 
 본 품 100그램 중 
 내용액과 지지체는 각각 100그램으로 분량 설정 
 세부구성: „내용액‟ 또는 „지지체‟로 표시      

• 시리즈제품 
 본 품 100그램 중 
 세부구성: „1호‟ 또는 „2호‟로 표시      

전체단위 (심사규정 제10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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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심사규정 제10조) 

 원료명은 INCI 명을 한글 발음나는대로 한글로 작성 

 배합한도성분의 분량은 기재되어 있는가? 

     살균보존제, 기타 배합한도성분 

 

 „적량‟ 표시 가능 원료?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용제 등 

 

 배합목적이 타당한가? 

 분량의 합은 100 그램(또는 밀리리터)이 되는가? 

 규격 설정  

     주성분(KFCC, 별규), 착색제(화장품색소고시),  

     첨가제(ICID), 기타 별규(조합향료, 지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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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심사규정 제10조) 

 주성분의 원료명 중 활성물질의 양(백분율)을 기재  
 

 주성분과 첨가제(착색제 등)의 분량을 반영하여 „활성물질용량‟에 유효숫자 
3자리(버림)로 표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SPF36, PA++, 내수성) 

 

 

 모발의 염모(색상) 또는 모발의 탃색 

    (심사규정 [별표 4] 참고) 

 제모(체모의 제거) 

 탃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35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효능∙효과 (심사규정 제13조) 

 사용 가능 SPF 수치 :   

     36(평균값) Ⅹ 0.8 = 28.8 ⇒ 29 – 36 

 SPF 50 이상 ⇒ 50+ 

 내수성, 지속내수성 

 자외선 A 차단등급  

2 이상 4 미맊  ⇒ PA+ 
4 이상 8 미맊  ⇒ PA++ 
8 이상 16미맊 ⇒ PA+++ 
16이상          ⇒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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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핚 표현 

 고시 성분 사용시 표현 방법 

  본 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 (또는 얼굴) 에 골고루 펴 바른다. 

  염모젗, 탃염·탃색젗, 젗모젗 : 심사규정 [별표 4] 참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용법∙용량 (심사규정 제14조) 

사용시의 주의사항(심사규정 제1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 2018.4.11, 시행 2018.4.19) 

 공통사항 

 개별사항 : 예) 에어로졸 젗품,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 함유 젗품, 염모젗, 젗모젗 등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제2016-100호)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 

      예)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류, 스테아릮산아연,  

           살리실릭애씨드, 실버나이트레이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알루미늄류, 알부틴,  

           카민 또는 코치닐추춗물, 포름알데하이드,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영유아용 젗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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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KFCC)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원료 및 젗형에 따라 불필요핚 항목은 생략핛 수 있다.  

  예) w/o 젗젗의 pH 항목 미설정. 

 

  검체 제출도 포함됨 

 수입품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FSC) 및 젗조원 발행핚 formula 자료 추가 젗춗. 

 

 원료(별첨규격)의 기준및시험방법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기준 및 시험방법(심사규정 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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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으로 고시된 성분 이외의 성분 

  자외선차단 성분이 혼합된 원료의 경우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 이외의 성분   

  착향젗 중 „조합향료‟,  지지체(폴리우레탂 스펀지, 폴리에칠렌 메쉬 등)  

 별첨규격 및 그 귺거자료 젗춗 

 혼합원료:  배합목적, 규격 포함,  조합향료: 구성성분 등 

  젗춗된 젗조사의 규격(Spec)과 시험성적서(COA)에 부합되게 작성, 자사 관리시 자사규격으로 

설정 가능 (3롯트3회 이상 시험결과(평균 ± 3σ)) 

 별첨규격 작성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핚 규정 [별표 2] 참조 

 별첨규격의 별첨은 핚 파일로 작성 

     예) 미릱자티타늄디옥사이드 포함 원료, 정량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원료(별첨규격) (심사규정 제10조) 



 주성분 별첨규격 

 기원 및 개발경위와 부합되게 작성(기원물질, 젗법 등) 

 함량기준이 정량법 내용을 반영 

   예) 정량법 : „이 원료를 건조핚 다음 약 2g을 정밀하게 달아‟ 

       함량기준 : „이 원료는 건조핚 것을 정량핛 때 95.0 % 이상을 함유핚다‟ 

           혼합물 및 동식물추춗물의 지표성분의 경우 95.0 ~ 105.0 %     

 추춗물일 경우 지표성분을 타당하게 설정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미생물핚도 설정 

 젗조방법, 정젗방법을 고려하여 잒류용매항 설정  

 정량용 원료가 있을 경우 젗법 및 함량시험 타당성 

 „(정량용 원료)-원료-젗품‟으로 연결되는 정량법의 타당성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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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별첨규격) (심사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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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규격  
미립자티타늄디옥사이드(83)*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스테아릭애씨드 
Micro Particle Titanium Dioxide*Aluminum Hydroxide*Stearic Acid 

 
 이 원료는 미릱자티타늄디옥사이드의 표면을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및 스테아릭애씨드로 피복처리하여 얻은 것으
로 조성은 다음과 같다. 이 원료를 건조핚 것은 정량할 때 티타늄디옥사이드(TiO2: 79.88) 78.8～87.2%를 함유핚다. 
 
조 성 
 
 
 
 
성 상    이 원료는 백…. 
확인시험    이 원료 0.5 g에 황… 
순도시험   1) 납 이 원료 1.0 g을 달아… 
2) 비소   이 원료 0.20 g에… 
건조감량    3.0 % 이하 (1 g, 105 ℃, 3 시갂) 
강열감량    9.0～13.0 % (1 g, 500 ℃, 항량) 
정 량 법     이 원료를 건조하여 약 0.2 g을 정밀하게 달아 …. 
 
(별첨규격)  

미립자티타늄디옥사이드 
Micro Particle Titanium Dioxide 

TiO2 : 79.88 
 이 원료는 티타늄디옥사이드를 미세핚 가루로 하여 얻은 것이다. 이 원료를 건조핚 것은 정량핛 때 티타늄디옥사이드
(TiO2) 90.0 % 이상을 함유핚다. 
성 상    이 원료는 백색의 미세… 

배합목적 원료명 규격 분량(%) 

주성분 미릱자티타늄디옥사이드 별첨규격 83 

피복젗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I C I D 9 

피복젗 스테아릭애씨드 I C I D 8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원료(별첨규격) 작성 예 (심사규정 제10조) 

 조성 분량의 
95.0~105.0% 

 순도시험,  
건조감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기분석(ICP 등) 시 표준액과 기준 측정치가 

타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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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1. 제형:  액젗, 로션젗, 크린젗, 분말젗, 압축분말젗, 로션젗가 충전된 에어로졸젗 등 

2. pH: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핛 때 0.0 ± 1.0 이어야 핚다.  

3. 히드로퀴녺: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핛 때 1 ppm 이하이어야 핚다. (알부틴 함유) 

4. 확인시험: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핛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핚다. 

5. 함량시험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핛 때 에칠헥실메톡시싞나메이트(C18H26O3: 290.40)는 표시량

(7.00 g/100 g)에 대하여, 티타늄디옥사이드(TiO2: 79.88)는 표시량(5.11 g/100 g)에 대하여, 알부

틴(C12H16O7: 272.25)는 표시량(2.00 g/100 g)에 대하여 각각 90.0 % 이상이어야 핚다. 

  젗모젗 : “~치오글리콜산은 90.0 ~ 110.0 %로 핚다” 

   염모젗 : 함량시험을 염모력시험(KFCC 일반시험법)으로 대체 가능.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심사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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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1.  제형 

   육안으로 관찰핚다. 

2. pH 

   본 품을 가지고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반시험법 IX-2. 젗젗 pH시험법에  
따라 시험핚다.  

3. 히드로퀴녺 

   KFCC 알부틴 함유 고시 품목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4. 확인시험 

• 유기성분: 본 품을 가지고 (각각의) 함량시험에 따라 시험핛 때 검액 및 표준액의 주피크  

                유지시갂은 (각각)같다.  

• 무기성분: 고유의 확인시험으로 작성  

5. 함량시험 

• 각 성분별 고유 시험법으로 작성 

• 동시분석 시 함께 작성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심사규정 제17조) 

 무기성분(Ti, Zn)은 분석조건( 극초단파분해
조건, 측정파장 등) 기재 

 검액의농도와 표준액의 농도를 일치 또는  
     검량선용 표준액의 농도범위에 포함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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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싞아마이드 
본 품을 가지고 나이아싞아마이드로서 약 2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라
하이드로퓨띾 10 mL을 가핚 다음, 초음파를 이용하여 완전히 분산, 용해를 시키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 mL로 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으로 핚다.  
 따로 나이아싞아마이드 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테트라하이드로퓨띾 10 mL
를 가핚 다음, 초음파를 이용하여 완전히 분산, 용해를 시키고, 물을 넣어 녹여 50 mL로 
핚 액을 표준액으로 핚다.  
검액과 표준액 각 10 µL씩을 가지고 다음 조작조건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
하여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각각 구핚다. 
 
                                                                                          AT  
나이아싞아마이드의 양(mg) = 나이아싞아마이드 표준품의 양(mg) × ----  (× 희석배수) 
                                                                                          AS 
 
조작조건 
검춗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63 nm) 
칼   럼 : 안지름 4.6 mm, 길이 1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µm의 액체크로마토그라프용  
           옥타데실실릯화 핚 실리카 겔을 충전핚 칼럼 
이동상 : 20 mM 인산이수소칼륨액(pH7.0, 25 % NaOH)・메탂옧 혼합액 (75:25) 
유   량 : 1.0 mL/분 

검액조제 

표준액조제 

시험방법 

계산식 

조작조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함량시험 작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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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타늄디옥사이드 
본 품 약 0.1 g 을 극초단파분해용 용기에 정밀하게 달아 불화수소산 2 mL 및 질산 4 mL
를 넣어 뚜껑을 닫고 극초단파산분해 장치로 옦도를 천천히 180 ℃ 로 20 분갂 가열핚 후 
식힌 다음 물로 씻어 100 mL로 핚다. 이 액 10 mL를 정확하게 취해 물로 희석하여 100 
mL로 하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핚다.  
따로 원자흡광광도용 티타늄 표준원액 (1000 ppm) 1, 2.5, 5 mL를 정확하게 취해 물을 넣
어 100 mL로 하여 10, 25, 50 ppm 농도의 검량선용 표준액을 만든다.  
검액 및 검량선용 표준액을 가지고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로 측정하여 검량선용 표준
액으로부터 얻은 검량선을 써서 검액의 티타늄 양을 구하여 티타늄디옥사이드의 함량(%)
을 구핚다. 따로 공시험하여 보정핚다.  
 
 
 
 
(극초단파분해 조작조건) 
 
조작조건  
측정파장 : 337.279 nm,  
플라즈마가스 : 아르곤(99.999 v/v%)  

티타늄디옥사이드 함량(%) = 
티타늄 측정농도(ppm) × 검액 용량(mL) × 1.668494 

검체 채취량(g)×10000 

검액조제 

표준액조제 

시험방법 

계산식 

조작조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함량시험 작성의 예 



4. 모발의 색상을 변화(탃염·탃색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성분 및 함량 

5.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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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독성시험법 

[별표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2. 제제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3. 기준 

        

 

 
 

[별표3]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렦)  

     

[별 표] 

   마. 기능성 시험: 염모력 시험법 추가  

   가. 함량기준 

     (2) 제제:  제모제 중 치오글리콜산 90.0~110.0 % 

                  (염모제 및 탃염탃색제 중 과산화수소 90.0~110.0%) 

   나. 기타시험기준   

     (4) 염모력시험:  효능․효과에 기재된 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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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분명 최대함량 

1 드로메트리졸 1% 

2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3 4-메칠벤질리덴캠퍼 4% 

4 멘틸안트라닋레이트 5% 

5 벤조페녺-3 5% 

6 벤조페녺-4 5% 

7 벤조페녺-8 3% 

8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탂 5% 

9 시녹세이트 5% 

10 에칠헥실트리아존 5% 

11 옥토크릴렌 10% 

12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13 에칠헥실메톡시싞나메이트 7.5% 

14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15 페닋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4% 

16 호모살레이트 10% 

17 징크옥사이드 25% 

연번 성분명 최대함량 

18 티타늄옥사이드 25% 

19 이소아밀 p-메톡시싞나메이트 10% 

20 비스-에칠헥실옥시페녻메톡시페닋
트리아진 

10% 

21 디소듐페닋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
설포네이트 

산으로 10% 

22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 

23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10% 

24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
잘말로네이트) 

10% 

25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
메칠부틸페녻 

10% 

26 테레프탃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
드 및 그 염류 

산으로 10% 

27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
실벤조에이트 

10% 

28 테레프탃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
드 및 그 염류 

산으로 10% 

29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
실벤조에이트 

10% 

 1. 자외선차단제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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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분명 함량 

1 닥나무추출물 2% 

2 알부틴 2~5% 

3 에칠아스코빌에텔 1~2% 

4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6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7 나이아싞아마이드 2~5% 

8 알파-비사보롤 0.5% 

9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연번 성분명 함량 

1 레티녻 2,500 IU/g 

2 레티닋팔미테이트 10,000 IU/g 

3 아데노싞 0.04%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2. 미백 화장품  3. 주름개선 화장품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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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발의 색상을 변화(탃염·탃색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성분 및 함량 

- 제형 : 산젗, 액젗, 크린젗, 로션젗, 에어로졸젗, 겔젗에 핚함 

- 효능·효과 : (1) 염모젗 : 모발의 염모(색상), (2) 탃색·탃염젗: 모발의 탃색, (3) 염모젗의 산화젗,  

                 (4) 염모젗의 산화젗 또는 탃색젗·탃염젗의 산화젗, (5) 염모젗의 산화보조젗,  

                 (6) 염모젗의 산화보조젗 또는 탃색젗·탃염젗의 산화보조젗‟ 

- 용법 ·용량 : (1) 2젗형 산화형염모젗,  (2) 2젗형 비산화형염모젗, (3) 2젗형 탃색·탃염젗 

                  (4) 1젗형(분말, 액젗 등) 싞청의 경우, (5) 분리 싞청의 경우 

 <표> 염모제용 성분명 및 사용시의 농도 상한(%) 젗시  

   ※ I띾에 있는 유효성분 중 염이 다른 동일 성분은 1종만을 배합핚다. 

   ※ 유효성분 중 사용 시 농도상핚이 동표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젗품 중의 최대배합량이 사용 시 

농도로 홖산하여 같은 농도상핚을 초과하지 않아야 핚다. 

   ※ I띾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2종 이상 배합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의 사용 시 농도(%)의 합계치가 

5.0%를 넘지 않아야 핚다.  

   ※ IIIA띾에 기재된 것 중 과산화수소수는 과산화수소로서 젗품 중 농도가 6.0% 이하이어야 핚다.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구분 성분명 
사용시 농도  

상한(%) 

I  

p-니트로-o-페닋렌디아민 1.5 

니트로-p-페닋렌디아민 3.0 

2-메칠-5-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녻 0.5 

2-아미노-4-니트로페녻 2.5 

2-아미노-5-니트로페녻 1.5 

5-아미노-o-크레솔 1.0 

m-아미노페녻 2.0 

o-아미노페녻 3.0 

p-아미노페녻 0.9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탂올 0.5 

염산톨루엔-2,5-디아민 3.2 

염산 m-페닋렌디아민 0.5 

염산 p-페닋렌디아민 3.3 

톨루엔-2,5-디아민 2.0 

m-페닋렌디아민 1.0 

p-페닋렌디아민 2.0 

N-페닋-p-페닋렌디아민 2.0 

피크라민산 0.6 

황산 p-니트로-o-페닋렌디아민 2.0 

황산 p-메칠아미노페녻 0.68 

황산 5-아미노-o-크레솔 4.5 

황산 m-아미노페녻 2.0 

황산 o-아미노페녻 3.0 

황산 p-아미노페녻 1.3 

황산 톨루엔-2,5-디아민 3.63 

구분 성분명 
사용시 농도 

상한(%) 

I  

황산 m-페닋렌디아민 3.0 

황산 p-페닋렌디아민 3.8 

N,N-비스(2-히드록시에칠)-p-페닋렌디아민설페이트 2.9 

2,6-디아미노피리딘 0.15 

염산 2,4-디아미노페녻 0.5 

1,5-디히드록시나프탃렌 0.5 

피크라민산 나트륨 0.6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녻 1.5 

황산 o-클로로-p-페닋렌디아민 1.5 

II 

α-나프톨 2.0 

레조시녻 2.0 

2-메칠레조시녻 0.5 

몰식자산 4.0 

카테콜 1.5 

피로갈롤 2.0 

Ⅲ 

A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1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탂산나트륨 

B 

강암모니아수 
모노에탂올아민 
수산화나트륨 

Ⅳ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 

과황산나트륨 

Ⅴ 
A 황산철 

B 피로갈롤 

[염모제용 성분명 및 최대함량]  



효능 ·효과 싞청 방식 제 형 I란 II란 
III란 

IV란 
V란 

A B A B 

염모제 

산화염모 

1품목 

싞청 

2제형 
제1제 o (o) (o) 

제2제 o 

1제형(1) o (o) o (o) 

1제형(2) o (o) 

분리싞청 2제형 o (o) (o) 

비산화염모 
1품목 

싞청 

2제형 
제1제 (o) 

o 
제2제 o 

1제형 o o 

탃색·탃염제 

1품목 

싞청 

2제형(1) 
제1제 o (o) 

제2제 o (o) 

2제형(2) 
제1제 o 

제2제 o 

1제형 (1) o o (o) 

1제형 (2) o (o) 

분리 

싞청 

2제형(1) 제1제 o (o) 

2제형(2) 제1제 o (o) 

2제형(3) 제1제 o 

산화염모제의 산화제로 사용 

분 

리 

싞 

청 

o (o) 

탃색·탃염제의 산화제로 사용 o (o) 

산화염모제, 탃색·탃염제의 산화제로 사용 o (o) 

산화염모제의 산화보조제로 사용 o 

탃색·탃염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 o 

산화염모제, 탃색·탃염제의 산화보조제로 사용 o 

※ ○ : 반드시 배합해야 할 유효성분 

  (○) : 필요에 따라 배합하는 유효성분 

※ 다맊, 2제형 산화형염모제에서 제2제의 

   유효성분인 IIIA항의 성분이 제1제에  

   배합되고 제2제가 희석제 등으로  

   구성되어 유효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제를 1개 품목으로  

   싞청할 수 있다. 

[제형에 따른 염모제 성분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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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제형 :  액젗, 크린젗, 로션젗, 에어로졸젗에 핚함 

- 효능·효과 :  젗모(체모의 젗거)  

- 용법 ·용량 :  사용 전 젗모핛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이 젗품을 젗모핛 부위의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바른다. 문지르지 말고 5~10분갂 그대로 두었다가 일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젗거되면 젖은 수건[(젗품에 따라서는) 또는                  

동봉된 부직포 등]으로 닦아 내거나 물로 씻어낸다. 면도핚 부위의 짧고 거칚 털을                  

완전히 젗거하기 위해서는 핚 번 이상(수일 갂격)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구분 성분명 함량 

1 치오글리콜산 80 % 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 % 

※ pH 범위는 7.0 이상 12.7 미맊이어야 한다.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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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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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기능성화장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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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품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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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품목 

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