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등록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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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ISA:

Agência Nacional e Vigilância Sanitária, 
위생감시국

화장품을 포함하여 위생 감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인구의 건강 보호를 촉진한다.

GHCOS:

다음과 같은 활동을 조정, 감독 및 통제한다.

- 규정, 정보, 검사, 규범 및 표준 수립
-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향수 및 살균제
의 위생감독에 관한 규정 준수

Global Regulatory Partners, Inc

브라질 화장품 시장 개요:
브라질 화장품 산업은 국가 GDP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향후 2년내 
일본을 앞서 세계 제 2위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Brazilian Association of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Industry (브라질 화장품, 세면용품 및 향수 산업협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화장품 소비는 소셜 미디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새로운 뷰티 트렌드에 의해 주도된다. 

브라질의 화장품 규제 당국:

Ministry of Health

Brazilian Health Surveillance Agency
(ANVISA)

Hygiene, Perfume, Cosmetics and Sanitizing 
Products Management (GHCOS)

Figure 1: 브라질의 화장품 규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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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분류:
브라질에서는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천연 또는 합성 
물질로 만든 제제로 인체, 피부, 모세혈관,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치아 및 구강 점막의 외
용으로 단독 또는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며며, 향수를 뿌리고, 외모를 바꾸고, 체취를 교정
하고, 좋은 상태로 보호하거나 유지하는 것.”

브라질에서는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를 Table 1에서와 같이 Class I 및 Class II로 
분류한다. 브라질의 주요 화장품 규정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류 설명 예시

Class I

¾

¾ 피부보습제 (자외선차단 효과없
는; 튼살용 제품 제외)
¾ 클린징 크림
¾ 로션
¾ 젤 및 오일 (여드름용 제품제외)
¾ 향수, 립스틱 (자외선차단 효과

없는)
¾ 매니큐어
¾ 페이스 및 아이 메이크업 제제

(자외선차단 효과 없는)
¾ 마스카라
¾ 클린징 샴푸 및 헤어 컨디셔너

Class II

¾ 아동용 제품
¾ 자외선차단 로션 및 크림
¾ 교정용 제품
¾ 웨이브 및 염색
¾ 주름개선 제제
¾ 항균 비누
¾ 벌레 기피제

Table 1: Class I 과 Class II

¾
 기본 또는 기초성분 제제
 표시기재상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요구하지 않는다.

¾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
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제
제
¾ 표시기재상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자
세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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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화장품 등록 개요
브라질에서 화장품 등록은 Class 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Class I 제품은 등록이 면제되며, 
ANVISA에 신고만 하면 된다 (Figure 2). 하지만, Class II 제품은 ANVISA 등록이 필수이다 
(Figure 3).

Class I 제품의 신고 절차(Notification)

신고 절차는 ‘사전 커뮤니케이션 (Prior Communication)’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제품을 
판매하겠다 라는 것을 ANVISA에 알리는 행정적 절차이다. 사전 커뮤니케이션 (Prior 
communication) 은 ANVISA의 전자 플랫폼인 the Cosmetic Automation System (SGAS)
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일단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회사는 ANVISA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신고 비용:
비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브라질 헤알 (brazilian reais) 로 R$ 175.72 - R$ 
3,414.32 (~$35.00 -$700.00 USD) 정도이다.

신고 Timeline:
ANVISA가 웹사이트에 신고 완료를 게제하기까지 약 2달이 소요된다.

Class II 제품의 등록 절차(Registration)

등록 절차는 ANVISA 전자 플랫폼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시작된다. 신청서를 받은 후, 
ANVISA는 제출된 등록 문서의 심사를 시작하며, 또한, GMP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이트 
실사를 수행한다. 심사와 사이트 실사가 완료된 후, ANVISA는 그 결과를 공식 저널(브라질 
관보; Diario O icial da União - DOU 을 통해 알리고, 이후, 회사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등록 Timelines:
Class II 제품의 ANVISA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이다.

등록 비용:
등록 비용은 신청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브라질 헤알 (brazilian reais) 로, R$ 
244.05 -R$ 4.881,00 (~$45.00 – 1,000 USD) 정도이다.

등록 유효기간:
Class II 화장품의 등록 허가는 공식 저널(DOU)에서의 등록 게제일을 기준으로 5년이다. 

Registration of Cosmetics in Brazil | www.globalregulatory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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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신고 절차 (Class I) Figure 3: 위생 등록 절차 (Class II)

STEP 1: 지역 책임자(Local 
Representative) 지명

STEP 1: 지역 책임자(Local 
Representative) 지명

STEP 5: 비용지불(Health 
Surveillance Inspection Fee; 

TFVS)

STEP 3: ANVISA로부터 AFE 
취득

STEP 7: ANVISA 심사 (90일)

STEP 2: ANVISA를 통해 영업 
허가(AFE) 신청

STEP 6: ANVISA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마무리

STEP 4: ANVISA로부터 Subject 
code를 신청/수신

STEP 8: DOU를 통해 허가/취소 
결정

STEP 4: 비용지불(Health 
Surveillance Inspection Fee; TFVS)

STEP 2: SGAS에서 회사 등록

STEP 5: 지역 책임자가 SAGS에 의해 
생성된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2달 

동안 보관

STEP 3: SGAS를 통해 제품의 판
매를 신고

STEP 6: ANVISA가 신고완료를 웹
사이트에 게제하면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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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주요 화장품 규정:
브라질 법령 Law Nº 6.360/76 에 따르면, 브라질 Ministry of Health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고, ANVISA에 의해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만이 브라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추출, 생성, 제조, 합성, 정제, 포장, 재포장, 수입, 수출, 보관, 배송). Table 2 에서 브라질의 
화장품 등록과 표시사항 그리고 성분 관련한 법률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항목 규정

등록

 ¾ RDC 07/2015: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 등록시의 기술자료
 ¾ RDC 15/2015: 어린이용(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 등록을 위한

기술자료
¾ RDC 19/2013: 벌레기피제의 등록 인정을 위한 기술자료
¾ RDC 237/2018: RDC 07/2015 과 RDC 15/2015의 변경사항

표시사항
¾ RDC 07/2015: Chapter II / Annex V / Annex VI
¾ RDC 250/2018: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및 향수 등록 절차상

표시기재

성분

 Updated F List of PRT 344/1998 : 사용 금지 성분
 RDC 83/2016: 세면도구, 화장품 및 향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RDC 3/2012: 세면도구, 화장품 및 향수에서 제한 성분(조건부 사용)
 RDC 29/2012: 세면도구, 화장품 및 향수에서 보존제로 사용 가능한 

성분
 RDC 44/2012: 세면도구, 화장품 및 향수에서 색소로 사용 가능한 

성분
 RDC 69/2016: 세면도구, 화장품 및 향수에서 사용 가능한 UV 필터

Table 2: 규정

http://portal.anvisa.gov.br/legisla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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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 (AFE) 취득
브라질에서 Class II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또는 운영 허가, AFE: 
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a Empresa, 영어로는 “Company Operating 
Authorization” 이라고 표현)를 ANVISA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AFE 증명서(Certificate of AFE)는 ANVISA에서 발급되며, 이는 증명서상 사업의 행위들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증명서는 회사의 등록 번호와 주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이 증명서 없이, 회사는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FE 가 요구되는 영업 범위:

• 제조
• 판매
• 보관
• 수출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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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급 년간 매출액

Group I – 대기업
5천만 헤알 이상
Superior R $ 50,000,000.00 
(Provisional Measure No. 2,190-34/2001 에 따라)

Group II – 대기업

2천만 헤알 이상 ~ 5천만 헤알 이하
Superior R $ 20,000,000.00, inferior R $ 50,000,000.00 
(Provisional Measure No. 2,190- 34/2001 에 따라)

Group III – 중기업
6백만 헤알 이상 ~ 2천만 헤알 이하
Superior R $ 6,000,000.00, inferior R $ 20,000,000.00 
(Provisional Measure No. 2,190-34/2001 에 따라)

Group IV – 중기업
6백만 헤알 이하
Inferior R $ 6,000,000.00 
(Provisional Measure No. 2,190-34/2001 에 따라)

소기업 (EPP)
360 천 헤알 이상 ~ 4800 천 헤알 이하
Superior R $ 360,000.00, inferior R $ 4,800,000.00 
(Complementary Law 139/2011 에 따라)

영세기업
360 천 헤알 이하
Inferior R $ 360,000.00 
(Complementary Law No.139/2011 에 따라)

Table 3: 년간 매출액과 상응하는 회사 등급

Global Regulatory Partners, Inc

회사의 규모란?

회사의 규모는 경제력으로서, 연간 총 매출로서 결정된다. 회사 규모의 정의는 회사의 
등록시점에서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ANVISA로부터 자동적으로 ‘Group I – 대기
업’ 으로 등록된다. 회사가 “Group I –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다면, ANVISA에 규모를 증명
할 수 있으며, 이는 the Sanitary Surveillance Inspection Fee (TFVS)의 비용을 지불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개념에서, “Group I – Large”와 다른 분류의 회사는 
ANVISA에 규모 변경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Table 3 에서 년간 매출로 정의되는 회사
의 등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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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LOBAL REGULATORY PARTNERS, INC

Global Regulatory Partners Inc, (GRP) 
provides regulatory affairs, clinical, quality and 
safety services to medical devic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globally. As a qualified 
and licensed legal representative with offices in USA, 
Korea, China, Japan, Brazil, and Mexico. 
The company can represent life science companies in 
those countries and help them register their 
products in compliance with local regulations and 
in record time. 

GRP Korea는 제약,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에서 허가, 임상,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