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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수교 이래 최고치인 1,6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통상 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위기요인이 되
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시장과 제도적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대중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대외 교역환경에 대응해 KOTRA는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필요한 생생한 현장형 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중 수출 유망분
야인 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제품 등 4개 분야별 25개 소비재 품목을 엄선해,
품목별 중국의 국가표준과 인증, 라벨링, 통관 등 우리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필수 정보를 수록하
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지만 표준,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도 까다
로워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알·쓸·신·비(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로운 비즈니스
정보)’와 실제 통관 사례를 생동감 있게 쉽게 풀어 우리 기업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품질, 안전, 라벨링, 포장 등 관련 표준 제정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중국 현지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과 집필, 발간에 위해 수고한 베이징무역관 김
윤희 차장, 김성애 연구원과 통상지원팀에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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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관세율
- 본 자료 작성 기준은 2019년 1월 1일로, 본 자료에서 명시하는 세율은 2019년 1월 1일 부 적용하는 「2019년
중국 수출입 세칙」을 기준으로 함
- 중국 정부의 잠정세율 조정, APTA 관세 변동 등에 따라 일부 품목은 세율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일부 품목의 2020년 및 그 이후의 한중 FTA 관세율은 해당 연도의 「중국 수출입 세칙」 참조 바람
•용어표기
- 본 자료 중 제도, 규정, 관련 서류 명칭은 의역 후 중국어 명칭을 병기
•알·쓸·신·비
- 본 자료 중의 “알·쓸·신·비”는 “알아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비즈니스 정보”의 줄임말로 통관 시 유의해야 할
문제점이나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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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관리체계

1) 수입화물 분류관리
○ 중국은 수입화물을 △수입금지 △수입제한 △쿼터관리 △수입자유화물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
▶ 對중국 수출 전, “수출준비상품이 어느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

① (수입금지) 마약, 무기, 동물사체, 동물뼈 등 법률상 교역 금지하는 품목과 중고기계, 고체폐기물,
임업/인쇄업/금속/교통 등 분야의 일부 기술은 중국 법률상 수입 금지됨
▶ 對중국 수출 불가!

② (수입제한) 중국 정부는 매년 중고기계전자, 오존층 소모물질 등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발표
▶ 해당 년도 『수입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에 수출준비상품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 포함시 중국 상무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증(進口許可證)』 반드시 취득해야!

③ (쿼터관리) 농산품(밀, 쌀, 옥수수, 설탕 등), 양모, 화학비료 등 8종류 47개 세목(2019년 기준)은
중국 정부가 할당량을 정하고 초과시 높은 관세를 부과함
▶ 쿼터를 배분받아야 하며, 쿼터 없을 경우 40~65% 수준의 할당량 이외 高관세를 납부

유의1) 쿼터관리 대중국 수출시
* 쿼터 배분받으려면 (중국) 국영무역업체, 그 전년도에 할당을 배분받았던 업체이거나 수입규모가 규정에 부합하는
업체이어야 함
* 쿼터 이내 상품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부
상품은 활준세를 적용
- 활준세(Sliding Duties, 滑準稅)란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세율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

④ (수입자유) 수입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일부 상품은 정부가 화물수입현황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수입허가관리(自動進口許可管理) 대상임
▶ 해당 년도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自動進口許可管理貨物目彔)』에 수출준비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포함시 『자동수입허가증』 반드시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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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
○ 중국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로 관세와 증치세, 일부 품목엔 소비세가 부과됨
① (관세) 세율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칙』을 기준으로 함
- 중국은 최혜국대우 원칙을 토대로 MFN세율, 협정(FTA)세율, 특혜세율, 기본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
세율(TRQ세율), IT상품세율 등 7가지 세율을 적용함
▶ 한국산 제품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MFN, 한중FTA, APTA, 잠정세율 등 4가지

* MFN 세율(최혜국 세율)이란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함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
* FTA 세율(협정세율)이란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 (관세계산법) 관세액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음
수입관세 계산방법
구분

계산공식

설명

종가
관세

과세가격*관세율

∙ 과세기준은 수입품 가격(운송비용, 보험료 포함),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해관에서 확정
∙ 교역가격 확정할 수 없을 시 중국 내 동일/유사 상품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

종량
관세

단위당 세금액 *
수입품 수량

∙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함
∙ 해당 연도 “관세실시방안” 부록 “수입상품의 종량세와 복합세 세율표”를 참고

복합
관세

단위당 세금액 *
수입품 수량
+ 과세가격 * 관세율

∙ 해당 연도 “관세실시방안” 부록 “수입상품의 종량세와 복합세 세율표”를 참고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재구성

② (증치세와 소비세) 관세 이외에 13% 또는 9%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일부 물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됨
수입증치세 = (과세가격 + 관세금액) * 증치세율
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금액 + 수입증치세액) * 소비세율

알·쓸·신·비 1) 체납금
수입신고 기한(=입항 후 14일 내) 초과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 납세액을 기준
으로 해관은 매일 0.5‰의 체납금 징수
(체납금 = 납세액 * 0.5‰ * 체납일)

Ⅰ. 중국 통관제도 | 3

Ⅰ
―
중
국
통
관
제
도

3) 통관
○ (통관절차) 신고→관세징수→화물검사→통관 및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침
<수입 통관 절차>

자료원: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재구성

① (자격확인) 해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만 가능
▶ 해관등록(海關注冊登記) 또는 등록증서(報關注冊登記證書)가 있는 통관대행업체 찾는 것이 필수

② (신고) 수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신고기한을 엄수해야 함
- 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 중계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
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
*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체납금 부과
* 수입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화물은 해관에서 인수
하여 공매

③ (서류준비) 일반적으로 기본서류를 구비해야 하나 품목의 특수성, FTA 적용여부, 해관요구에
따라 특수서류, 예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① 인보이스(INVOICE): 운송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②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③ B/L(해운) / AWB(항공운송) / 소포명세서(우편운송) / 화물수취증(육상운송)
④ 해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 증명서
* 특수서류: 쿼터관리 품목, 기계전자제품/동식품/약품 등 특수 상품 수입시 쿼터증명, 상품검사/동식품검역/약품검사 등
* 예비서류: 해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무역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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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추출검사)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검사품목 추출 비중이 다름
▶ 자사 기업신용등급 관리 또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리업체 선정에 신중해야 함

알·쓸·신·비 2) AEO제도와 현장 수출 검사비중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뜻하는데 중국 해관에서 “해관기업신용관리방법
(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며 시장감독관리기관에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공인해야 함
- 중국은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 현황, 해관법령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A, A, B, C, D류의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함. 이중 A, B, C, D급 평가는 신용 점수와 신용등급평가 규정에 의해 종합평가 실행하고 AA급은
A등급 획득 1년 이상의 기업이 별도로 신청,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검사 비율이 낮은 반면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현장 추출 비율을
높게 적용함
- A급, AA급 기업에 대해 최저 추출 비율(3~10%) 적용하고 C급 이하의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현장 수출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음

알·쓸·신·비 3)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제도
- 한중 양국은 2014년 4월 1일부터 AEO 상호인정협정(MRA) 제도 실행
-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양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
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한국 기업 559개와 중국 기업 2,337개가 AEO 인증을 통과(관세청, 2014년)

4) 기타 수입규제
① 일부 품목은 “수입업체 등록 의무화”, “해외생산업체 등록 의무화”등 특별 규정 적용
▶ (예) 식품/화장품 수입업체는 “수입식품/화장품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사전에 받아야 함

② 식품, 화장품 등 일부 수입상품은 중문(간체) 라벨 부착이 의무적임
▶ 대중 수출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중문 라벨 제작하고 일부 상품은 사전 라벨 심의를 마쳐야 함

<수입상품 라벨 예시>

<경고문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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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절차

○ 수입자유품목의 對중국 수출은 “HS CODE 찾기”부터 시작
- HS CODE 확인 → 국가표준과 검역규정에 의한 검역검험 → 각종 수입 증서 획득을 위한 서류준비
→ 중문 라벨 준비
- 또 선적과정에서는 필요한 증서 제출, 서류 작성 정확도에 유의해야 함
<對중국 상품 수출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STEP 1: “HS CODE” 찾기 및 수입관세율 비교
① 해당 연도의“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
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
<세칙 보기>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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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저 수입관세율 적용을 위해 MFN 세율(또는 잠정세율)과 협정세율(한중 FTA, APTA(아-태 5
개국) 등)을 비교
▶ (예) 조미김(HS 2008.9931)의 MFN 세율은 15%, APTA 협정세율은 13.8%, 한중 FTA 세율은 11.2%,
가장 낮은 한중 FTA 세율 적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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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통
관
제
도

<관세율 비교>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STEP 2: 국가표준과 인증 확인
① 국가표준, 특히 강제성 표준이 있는 제품은 해당 국가표준을 준수해야만 수입 가능
▶ 해당 상품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

②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제조(또는 수입)업체가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성 인증 적용범위의 제품은 강제성 인증을 통과해야만 판매유통이 허용됨
▶ 강제성 표준이 있는 제품은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는 증명하는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알·쓸·신·비 4) 중국 표준유형에 따라 표기법이 다르다!
① 국가표준: GB(Guojia Biaozhun)품목번호-제정년도로 표시 (예)
② 업계표준: 그 업종의 병음 약자로 표시
(예) 경공업 제품은 "QB"
③ 지방표준: DB(Difang Biaozhun), 지방번호(예: 베이징 11, 톈진은 12),
품목번호, 제정년도를 차례로 나열
④ 기업표준: 기업의 병음약자인 "Q"에 기업번호, 품목번호, 제정년도로 구성
(예) 가전업체 메이디(美的)의 (냉장고)기업표준 QG/ML01.02-2005
Tips: 병음 약자 뒤에 "/T"가 추가된 표준은 자율(추천)성 표준
(예) "GB/T"는 추천성 국가표준, "DB11/T"는 추천성 베이징시 지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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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중문 라벨 제작(식품, 화장품 등 라벨 부착 필수 항목에 限)
① 중문 라벨은 사전 부착 혹은 선적 후 현지 검역창고에서 부착이 가능하지만 품목별 라벨규정에
따라 일부 품목은 선적 전 해관 검역검험과 또는 지정한 기관에 사전 라벨 심의를 받아야 함

유의 2) 중문 라벨 작성 시
1) 제품명, 제조업체명칭(또는 수입업체/대리업체) 및 제조업체 주소 등, 이는 중국 관련 법규상 “매우 중요한 내용”이
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음
2) 제품 특징, 사용요구에 따라 제품 규격, 등급, 주요 성분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
3)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안전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명시
해야 함. 특히 건강식품, 화장품, 약품, 식품, 음료, 화학공업제품 등은 이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4) 정량 포장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함량(淨含量)”을 잘 보이는 위치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위로 정확히 표시해야 함

② CCC 인증마크,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며 과대·과장 광고문구는 삼가
▶ CCC 인증마크, 제품별 특별규정사항(수입 분유 라벨 규정,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 마크 등)을 유의
▶ 용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제품이 훼손되거나 인체/재산 안전을 훼손할 경우, “경고마크”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문”도 첨부해야 함
▶ “유기농”, “천연재료”, “면역력 증가” 등 문구는 인증/증명서가 있는 상황만 사용 가능

<수입상품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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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CCC 인증마크 예시>

STEP 4: 선적 및 통관
○ 입항 후, 통관서류를 해관에 제출→세금 납부→해관 검역 등 절차를 마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 통관절차 완료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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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통
관
제
도

<선적 및 통관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서류준비) B/L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일반 서류
- 품목 특수성, FTA 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위생증, 원산지 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통관시 필요 서류(예: 식품화장품)
구분

서류
B/L (선하증권)

일반
상황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중문 라벨 견본
(or CCIC에서 발급한 중문 라벨 적합성 보고서)
Health Certificate (위생증)
(한국 관련 부처 발급)

특수
상황

원산지증명서
검사측정보고서
(외국어의 경우 중문 번역본)
자동수입허가증

비고
선사에서 컨테이너 부킹 후, 발급
수입업체 작성(수입물품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등 정보)
사전 취득/상품품목과 통관지에 따라 의무제출 여부가 다름
일반식품-식약처, 수산물-해양수산부,
유제품-농림축산검역본부
상공회의소/한국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식품/화장품 등 품목일 경우
자동수입허가 관리목록 중 상품일 경우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검사검역) 『수입상품 검사검역 목록』 중 상품, 예컨대 식품은 실험실 검역이 필요함
- 관할지 해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주관 부처
- 통관시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해관신고서에 날인한 “등록접수필”인장에 근거, 통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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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STEP 1: 한중 FTA 활용 조건을 우선 점검(이하 3조건 모두 만족)
○ 한중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원산지가 한국産인 상품에 限함
- △한국에서 완전 생산된 제품 △ 역외 원재료로 한국에서 생산했으나 역외 원재료가 실질적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만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원산지 기준
기준

의미

HS CODE 변경

역외산 원재료→완제품 간 HS CODE 변경

부가가치 기준

제조/생산/가공과정에서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기준

자료원: KOTRA

② 한국/중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뤄져야 함
-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상품은 제외!

③ 한국→중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한중 FTA 적용 사전 검토 항목
검토대상

조건

거래
당사자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자연인/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 신청의 주체로서 자료 보관 의무를 부담하고 원산지 검증대상이 되므로
제3국에 소재하는 인은 수출자가 될 수 없음

품목 및 세율

HS 코드별로 국가별, 품목별로 FTA 세율을 달리 정함(즉시 철폐, 연차적으로 인하, 양허 제외)
해당 물품이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와 그 세율 확인 필요

원산지 결정기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마다 달리
정해지게 됨

원산지 증명서

FTA 협정 상 발행 권한이 있는 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서식

운송

제3국을 경우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일부 예외적으로 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FTA
마다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 필요

특혜 신청절차

수입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적정한 FTA 특혜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함
한국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음

자료원: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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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한중 FTA와 MFN / APTA / 잠정세율 비교
○ MFN 세율 변동 상황, 잠정세율과 한중 FTA(또는 APTA)와의 면밀한 비교 필수!
- 일반 소비품은 중국 정부의 중국인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하려는 기본방침에 따라 MFN 인하 또는
한중 FTA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18년엔 2차례에 걸쳐 3천여개 품목의 MFN 세율 인하 시행
관세율 비교(예)
품목

한중 FTA

MFN

APTA

잠정세율

선택

조미김
(HS 2008.9931)

11.2%

15%

13.8%

-

한중 FTA

기초화장품
(HS 3304.9900)

5.2%

1%

-

-

MFN 세율

자료원: 중국 수출입 세칙 2019

STEP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받기
○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양식>

자료원: KOTRA 한중FTA 실무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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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1) 사전에 알아두기_수입식품관리체계
○ 중국 식품안전관리법률체계는 식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품안전법’을 핵심
으로 함
- 식용으로 공급되는 식용농산물의 품질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을, 식용농산물의 시장 판매, 관련
품질안전표준의 제정, 안전 정보의 공포, 농업투입재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은 「식품안전법」을 적용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수입식품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중국 식품안전관리 법제도 체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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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은 ‘18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설립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위생·건강委 2개 부처가 핵심으로 관리함
- 이중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질량감독기관(舊 국가질검총국)은 전국의 품질, 개량, 수출입제품검사,
출입국위생검역, 출입국동식물검역 및 인증인가·표준화 등 업무를 총괄
* 조직기구개편 진행 중이므로 현재 지방에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질량감독검험검역국이 식품 유통과 소비단계의
안전상황을 점검

2) STEP BY STEP_통관절차
STEP 1 중문 라벨 준비(선적 전)
○ 수입(포장)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 아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제품명, 원료배합비, 원산지, 순함량, 제조사, 판매사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품질
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 등을 명시
추가표기 필요한 품목 및 내용
품목
곡물 및 곡물가공품
곡물복제품
유지원료 및 식용유지
수입가금육제품
수입설탕
(백설탕, 각설탕 등)
수입우유 및 유가공품
분말우유
수입수산물
수입과일·채소제품
(과일당절임, 과일쨈 포함)
과채건조품, 건조버섯
염장채소류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장류로 절인 채소
씨, 견과, 볶음류
전분

추가적 표기사항
제품명,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등급
(용도지정밀가루와 2종 이상의 곡물이 혼합된 경우는 혼합비율 표시의무)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 저장 유효기간
(라면, 쌀가루, 냉동만두 등)
제품명,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등급
(혼합유지는 반드시 원료배합표가 포함되어야 함)
제품명, 원료배합도표(단일 냉동가금육제품은 제외), 함량(냉동가금육제품은 냉동전의
급수함량표시, 소세지는 전분함량),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제품명, 순함량, 생산일자
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 살균우유는 제외),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유효기간,
보관방법
단백질, 지방, 설탕의 순함량과 품질등급을 표시
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 과채건조품은 제외),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간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 과채건조품은 제외),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간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반드시 고체함량을 표기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제품명,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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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추가적 표기사항

전분제품
(살구씨분말, 연뿌리전분, 당면)

제품명, 배합원료표(단일원료의 당면은 제외),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당면 제외)

수입알제품
(염장난류, 계란분 등)

제품명,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수입식품
(과자, 빵 등)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사탕, 초콜렛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초콜렛 : 코코아유지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수입차
(花茶, 紅茶, 綠茶, 烏龍茶)

제품명, 원료배합표(花茶에 한함), 순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품질등급

수입통조림

제품명, 원료배합표,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고체와 액체가 포함된 통조림 : 고체물 순함량을 표기해야 함)

수입조미료

- (간장, 식초)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식초 제외),
간장은 아미노산함량, 식초는 총산함량을 표기
- (식용 소금)제품명, 유형, 함량, 포장일자 복합식염은 원료 배합표를 표기
- (복합 조미료(글루타민산 80% 이상))제품명, 원료 배합표(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이
99%이상인 경우 제외), 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 함량, 생산일자
- (조미향료)제품명, 원료배합표(단일음료는 제외), 함량, 포장일자, 유효기간

수입음료수

- (탄산 음료)제품명, 상품유형, 함량, 원료배합표,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과일
주스형은 반드시 과일즙함량을 표기
- (과일주스음료) 제품명, 상품유형,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과일주스, 과일주스음료, 과립포함음료는 과일원즙함량표시, 과육·과일주스음료는
과육·과일함량을 표기)
- (담백음료) 제품명(‘식물단백음료’ 표시), 원료배합표, 단백질함량,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 (천연광천수) 제품명, 상품유형, 수질주요성분,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 (고체음료수) 제품명, 상품유형, 원료배합성분,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음용방법 (과일즙이 포함된 것은 원즙함량 표기, 단백형은 단백질함량 표기)
- (우유음료)제품명, 상품유형, 단백질함량, 원료 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유효기간
- (냉동음료(아이스크림 등)) 제품명, 원료배합표, 함량, 생산일자

수입술

- (백주) 제품명, 배합원료,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 (황주) 제품명, 상품유형, 당도, 배합원료,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품질 유효기간
- (맥주) 제품명, 배합원료, 보리원즙농도, 함량, 생산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 (과실주) 제품명, 배합원료, 과일원즙농도, 당도, 상품유형.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 (증류주) 제품명, 배합원료, 에탄올농도, 함량, 생산일자
- (배합제조술) 제품명, 원료배합표, 에탄올농도, 함량, 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간

수입꿀

제품명, 꽃종류, 함량, 생산일자

특수영양식품

제품명, 원료배합표, 열량,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함량, 생산
일자, 품질·보관유효기간, 보관방법 (아동처방식품, 아동처방분말우유, 아동대용분유
등은 “모유는 가장 좋은 영양원이다” 또는 “모유는 영아의 가장 좋은 음식이다”고 명확히
표기해야 함)

자료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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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에 등록(선적 전)
○ 등록 완료 후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완료 필수!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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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서류 준비 및 통관 신고(중국 수입항 도착 후)
<선적 및 통관 절차>

주: 소요기간은 모두 근무일기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해관 신고: 통관 필요 서류 제출
◇ 수입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선적서류: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 관련 서류 일체
ⓒ 수출국(한국)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동물검역증
ⓓ 최초 수입 시(해당 수입항에 최초 수입)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의 검사측정보고서 원본(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첨부) 제시, 2차 수입부터 최초 수입시 제출한 검사측정보고서, 위생검역합격증명서의 사본 및
국가질검총국에서 규정한 항목의 검사측정보고서 원본 제시(식용유,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限함)
ⓔ 기타 수입항의 검역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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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관세/증치세 납부
○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비교, 가장 낮은 관세율
적용
▶ 중국 정부의 소비유턴정책 시행으로 일부 소비품의 잠정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거나 MFN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수입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 일부 농산품은 9%임

STEP 5 검사검역
○ 검사확인은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 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및 사용
불가
▶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 실시

◇ 검사 신청시 필요 서류
통관신청서, 수입화물무역계약서, 식품위생검역신청서, 수출국발급 식품검사증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식품명칭목록(중국어), 화물수취통지서, 통관위탁서

① 검사신청을 접수한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우선 현장 확인
② 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검사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 진행
- 샘플추출량은 원칙적으로 1/1,000의 비율(소량 수입식품의 경우)
- 품목별 샘플 추출은 최소 3건 이상, 중량은 건당 0.5kg 이상
* 식량, 설탕, 정제식용유, 분유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표준규정 이외에 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실시, 기타
식품도 필요 시 급성독성시험 실시

③ 관련 국가표준, 위생표준에 따라 실험실 검역 실시
- 수입식품검사기준은 법률, 행정 및 법규 등 강제성 기준이 우선 적용됨
* 해당 품목의 GB 규정이 없을 경우, GB통용표준의 상세 품목 분류 기준에 따름
(ex. 농약잔류허용기준, 중금속함유량, 진균독소제한량 등에 상세 품목 분류 적용)

- 기존에 중국으로 수입된 적 없는 수출 품목(완전 새로운 형태로 기존 국가표준에 적용이 어느 경우에도
불가한 경우)에는 중국 국무원 위생부에 국가표준 제정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거나 위생부에서 기존
표준 중 적용 가능한 표준 부여
▶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모두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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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대상 및 정의
- (식품)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치료를 목적
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
-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
-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포장, 식품을 담기 위한 종이, 나무, 금속, 도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수지, 화학수지, 유리
등 제품과 식품에 접촉하는 재료 의미
- (식품용 기구 및 설비) 식품 생산과정에서 접촉하는 식품기계, 파이프, 컨베이어벨트, 용기, 용구, 식당용품 등 의미

④ 검사결과는 접수 6일 이내 공개, 검사결과에 따라 7일 내 『수입식품위생증서』 발급
- 발급 후 재검 불가 (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제외)

◇ 불합격판정기준
ⓐ 부패·변질된 식품
ⓑ 곰팡이, 생존벌레, 이물질, 유독물질로 오염된 식품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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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식품
ⓔ 용기나 포장이 파손, 팽창 및 내용물이 누출된 식품
ⓕ 해동된 냉동식품
ⓖ 국제기구가 발표한 핵 오염국(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조한 식품
ⓗ 수인성 전염병이 심각하게 유행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 통관신청서류상의 화물과 실제화물이 상이할 경우
ⓙ 식품표시사항이 중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식품
ⓚ 성기능 및 약물첨가 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
ⓛ 위생기준에 불합격하여 반출된 식품
ⓜ 중국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 유해물질의 함량이 국가 위생기준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식품

⑤ 중국 위생기준 미달시, 위해성 정도에 따라 반송/폐기/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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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 체크_수입규제

○ 식품은 수입규제가 가장 엄격한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필요
① (업체등록)식품안전을 위해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분유/육류가공품/해산물가공품 등), 제품배합
등록(영·유아 조제분유), 수입업체 등록제(식품/화장품) 등 수출 전 사전준비 필수
② (라벨) 식품안전강화 기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됨
- 수입업체는 라벨 관련 자료를 최소 2년 간 보존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관은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 ‘18.10.1일부로 수입시 라벨 관련 자료와 기업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임

◇ 식품 라벨 규제

<식품 라벨 예시>

ⓐ 기본 정보는 필수
(식품 명칭, 원료배합표, 순함량, 규격, 제조자 및 판매업체
명칭, 주소, 연락처, 제조일자, 품질보증기한, 보존조건과
방법, 식품생산허가증번호, 제품기준 코드 번호 등)
ⓑ 특별 규정 주의!
(특별선식과 영·유아 분유와 보조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 의무화)
* 건강식품은 라벨 및 설명서에 복용할 수 있는 사람, 복용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기능성 성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
유량을 표시하고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문구도 반드시 명시해야 함. 또한 질병예방,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것은 금지

③ 식품수입업체는 2년 이상 수입판매기록 보존, 문제발생 시 리콜 의무가 있음
- 기록내용은 식품명칭, 규격, 수량, 제조일, 제조(수입) 로트번호, 유통기한, 수입업체 명칭, 연락처,
납품일 등
-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강 및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 수입업체는
자율적으로 리콜하고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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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 식품 유형에 따른 중국 식품 분류
연번
1
2
3
4
5
6
7
8
9
10

한국
식품품목군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중국
식품품목명
과자(스낵과자류)
과자(비스킷류)
빵류(기타)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과당

액상과당
어묵
어육소시지

두부류 또는 묵류

묵류

12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14
15

18
19

면류

22

GB9678.2-2014
GB15203-2014 전분당
GB10136-2015 동물성 수산 가공품
두부류: GB2712-2014 두류제품
묵류: GB2713-2015 전분제품
GB2716-2018 식물성 식용유

유탕면류(봉지라면)
국수(개량숙면)

GB17400-2015 라면

다류
커피

액상차(과실차)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
혼합음료

음료류

GB 7101-2015 음료

과채음료(가열)
탄산음료

23

홍삼음료

24

고추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25

혼합간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26
27

장류

된장
혼합장

28

양조간장

29

산분해간장

30
31
32
33
34
35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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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숙면)

20
21

-

유탕면류(용기면)

16
17

GB 7099-2015 케이크․빵 위생 표준

준초콜릿

11

13

GB7100-2015 비스킷

초콜릿가공품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어육가공품

GB 기준 규격

조미식품
드레싱
김치류
젓갈류
기타 식품류

복합조미식품
소스류(조미식품)
마요네즈
배추김치
기타김치
양념젓갈
조미김
식품성크림

GB 2718-2014 양조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GB 2717-2014 간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GB 2714-2015 염장채소
GB10136-2015 동물성 수산 가공품
GB19643-2016 조류(藻類) 제품 위생표준
-

자료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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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유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영․유아 조제분유 (婴幼儿配方奶粉)

1901.1010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지침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수출입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에 관한 공고 (质检总局关于加强进口婴幼儿配方乳粉管理的公告)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방법 등록관리 지침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방법 등록 라벨규범 기술지도 원칙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标签规范技术指导原则（试行）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조제분유(0-6개월) GB 10765-2010
식품안전국가표준 생후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분유 GB 10767-2010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한국)생산업체 등록 및 확인
- 중국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해외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허가

알·쓸·신·비 5)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
해당품목: 육류, 수산품, 유제품(초유/생유/분유/치즈 등
유제품)/제비집(燕窝)
주관부처: 국가질검총국
등록업체 조회사이트
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

② 조제방법 등록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조제방법을 등록신청하고 통과한 생산업체의 제품만 수입가능

알·쓸·신·비 6)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법 등록
필요서류: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조제 방법 등록 신청서, 신청인 자격 증명 관련 서류, 원부재료 품질안전표준, 제품
조제연구 개발 보고서, 생산공정 설명서, 제품검사보고서, 개발/생산/검사능력에 관한 증명 자료, 기타 제
품 조제에 관한 안전성 입증 자료
소요시간: 접수 후 고유 번호 발급까지 약 6개월
주의사항: 동일 기업이 동일 단계[1단계(0-6개월), 2단계(6-12개월), 3단계(12-36개월)]의 제품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제품 조제법(전성분비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3개 단계별 9개 제품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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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④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영유아 조제분유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수출 전 부착해야 함, 수입 후 재포장 엄금!

유의 3)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에 필수 기재 내용
- 기본정보(제품명, 성분표, 영양성분표, 원산지, 순함량 또는 제품 규격,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기업/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정보 등) 표시
- 중문 라벨은 반드시 대중국 수출전 부착해야 함. 중문 라벨 미부착 분유는 반송 또는 폐기 처리
-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는 사용 금지, ‘IQ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 금지
- 영양성분표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유아 조제분유 GB 10765-2010, GB 10767-2010 및 식품영양 강화제 사
용표준 GB 14880-2012” 명시해야 함
- 제품등록번호(国食注字YPXXXXXXXX)
- 기타 필수 기재해야 하는 문구나 설명, 예컨대 “0-6개월 영아의 가장 이상적인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가 부족하거
나 없을 때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제품의 경우 “기타 보조식품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등
문구를 추가해야 함

⑤ 수입업체 자동수입허가증 취득
- 분유는 자동수입허가관리 품목이므로 자동수입허가증이 통관 필수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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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분유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유제품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관련 서류
수입 분유는 생산 전 국가식약총국에 성분/라벨 등록 신청 후 심의 통과 후 고유 번호를 발급(유효기간 5년)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함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 동물검역증
ⓓ 최초 수입 유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정한 항목 검사측정보고서(그 이전의 수입기록 유무를 불문, 2013년 5
월 1일 이후 수입기록이 없을 경우, ‘최초 수입 유제품’으로 간주
최초 수입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대응하는 제품표준규정의 미생물, 오염물, 진균독소항목 검사측정보고서
ⓔ 2번 이상 수입 유제품: 최초 수입시 제출한 검사측정보고서 및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한 항목 검사측정보고서
ⓕ 자동수입허가증과 수입업체 등록번호 등 사전 준비자료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분유(HS 1901.1010)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 2019년 잠정세율(5%) 적용

분유(HS 1901.1010) 관세율 비교
2019 잠정세율

2019 APTA

5%

-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샘플 추출비율은 수입화물의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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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영유아 조제분유는 반드시 소포장된 제품만 수입 가능
▶ “大포장으로 중국에 수입 후 小포장으로 재분할” 엄금

② 품질보증기간이 검역검사 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 상품은 수입 금지
③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영양성분 관련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 영아조제식품(GB 10765-2010), 유아조제식품(GB 10767-2010) 등 국가표준에 영아(생후6개월 미만)
와 유아(생후 6개월 이상) 조제분유에 포함돼야 할 5가지 주요 성분과 최대/최소 함량이 규정돼 있음
▶ 기준 초과와 미달 모두 수입불허 사유가 됨

사례 1 한-중 기준 차이로 인한 불합격 사례
- '16년 중국 CCTV 조사에서 일부 일본과 한국산 영유아 조제분유가 불합격품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유는 “셀레늄
기준 미달”(한국산 셀레늄함량 1.56㎍/100kcal)
-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이유는 제품
이 함량한 셀레늄이 중국 국가표준의 기준범위보다 더 작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영아조제식품 국가 표준 GB 10765-2010에 따르면 셀레늄 기준은 2.01~7.95 ㎍/100kcal, 한국은 1.0~9.0 ㎍
/100kcal으로 기준이 설정됨
Tips: 대중국 수출품은 중국 관련 규정 사전 확인 필수!

나. 믹스커피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주관
부처

믹스커피(速溶咖啡)
(以浓缩精汁或咖啡为基本成分的制品)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GB 7101-2015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4

HS CODE

2101.1200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등

커피고형음료 GB 7101-2015, GB/T 29602-2013 (고형음료)
GB/T 10789-2015 (음료통칙)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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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준비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 수령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 믹스커피는 최소 포장(1팩 당)내 순함량과 “○팩”을 표시(예:11.8g*100)하는데 유의!

<믹스커피 중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믹스커피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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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믹스커피 수입시 제출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 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믹스커피(HS 2101.1200)는 MFN 세율 12% 적용 권장!
2027년부터 한중 FTA 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아지며 2034년 완전 철폐 예정

믹스커피(HS 2101.12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12%

-

22.5%

21%

19.5%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성분 함량에 따른 HS CODE 분류가 다르다는 점 유의해야
- “커피를 주 성분, 혹은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만 HS 2101.1200으로 신고 가능
- 커피가 주성분이 아닌 “커피 향”만 첨가된 고형분말 등은 기타 코드(HS 2106.9090-기타 미 분류
제품)로 분류

② 믹스커피 분류와 이에 따른 국가표준 사전 검토 필수!
- 믹스커피는 국가표준 “GB 7101-2015 음료”에 따라 고형음료로 분류되며, “GB/T 29602-2013 고형
음료 분류”에 따라 “커피고형음료(咖啡固体饮料)”로 분류됨
* 커피고형음료 정의: 커피원두 및 커피제품(커피분말, 추출액 혹은 농축액, 인스턴트커피 등)을 주 원료로 하여 기타
식품 원료와 식품첨가제 첨가 여부를 막론하고 일정 공정을 거쳐 생산된 고형음료

- 커피가 주원료가 아닌 유청 분말, 설탕 등을 주원료로 하여 “커피향”을 식품첨가제로 첨가했을 경우에
는 커피 고형음료가 아닌 “커피 맛 음료(咖啡风味饮料)”로 분류됨

③ 카페인 함량은 200mg/kg 이상 이어야 하며, “저 카페인” 문구가 표시된 제품은 50mg/kg 이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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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영양강화제는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성분만, 사용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
- '17년 9월 태국산 제품이 불합격 처리, 영양강화제 L-카르니틴 사용 규정 위반이 원인
- 해당 영양강화제는 국가표준 GB 14880-2012에 따라 고형음료에 첨가 가능하나 사용량(6000㎎/㎏~30000㎎/
㎏) 초과로 불합격 처리됨.

다. 조미김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조미김(調味海苔/海苔)
수출입수산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
(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식품안전국가표준 조류 및 조류제품 GB 19643-2016
조미김 GB 19643-2016

주관
부처

2008.9931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4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김 GB/T 23596-2009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한국)생산업체 등록 및 확인
- 조미김(수산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해외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허가
* 등록 조회사이트 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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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③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조미김 중문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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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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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조미김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조미김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 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조미김(HS 2008.9931) 한중 FTA 양허품목 중 하나, 2019년 한중 FTA 세율(11.2%) 적용 권장!

조미김(HS 2008.9931)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15%

13.8%

11.2%

10.5%

9.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위생증명서 발급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조미김(HS 2008.9931)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수산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해당 증서의 발급처는 식약처가 아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증서에는 반드시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번호 KP-XXX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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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업체의 판매기록 관리
- 제품 명칭, 규격, 수량, 제조일, 제조 로트번호, 유통기한, 판매 유통상, 납품일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함

③ “칼슘” 성분 첨가 금지
-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 14880-2012에 따르면 “칼슘은 조류(藻類)제품에는 첨가
불가”이므로 유의해야 함

TIP 2_김 수확 및 건조과정에서의 균락수 및 중금속 문제 주의!
- 한국산 조미김 불합격 사례는 대부분 균락총수 초과가 주요 원인
- 김은 수확 후 건조 과정에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균락총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함

라. 음료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음료(飮料/其他無酒精飮料)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GB 7101-2015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2202.9900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4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음료 GB 7101-2015 음료통칙 GB/T 10789-2015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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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중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음료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음료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식약처 발급),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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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음료(HS 2202.9900) 한중 FTA 양허품목 중 하나, 2019년 MFN세율은 5%, APTA 세율4.2%, 한중
FTA 세율은 26.2%, APTA세율 적용 권장!
2034년 한국산 음료 수입시 “0%” 관세 적용

음료(HS 2202.99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5%

4.2%

26.2%

24.5%

22.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HS CODE 분류
- 탄산음료나 주류 제조용 음료 베이스는 기타 미분류 제품에 해당, HS CODE가 “2160.9090”

②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주의
-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해야 함
* (예) 자색양배추 색소는 중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제가 아니므로 주의!

사례 3 “유기농”은 중국에서 인증 받은 후 사용가능
- ‘17년 3월 불합격상품 중 제품명에 “유기농**오렌지음료”로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은 상태여서 수입 불허된 사례가 있음
Tips: 유기농제품인증관리지침(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기농”이라는 단어나 관련 문구 기재가 가능

(중국 유기농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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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산물통조림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해산물 통조림(海鮮罐頭)

HS CODE

수출입수산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
(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GB 7101-2015

1604/1605 (원료(해물/생선)에 따라 다름)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4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통조림 식품 GB 7098-2015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한국)생산업체 등록 및 확인
- 수산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해외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허가
* 등록 조회사이트 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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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해산물통조림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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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해산물통조림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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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해산물통조림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해산물통조림(HS 1604/1605) 해물 원료에 따라 HS CODE가 다르므로 세칙 조회!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위생증명서 발급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S 1604”로 분류되는 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산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증서에는 반드시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번호 KP-XXX 가 기재되어야 함

② 인산염 계열 첨가제에 유의해야 함
- 중국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에 따르면 수산통조림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제한량은 1.0g/㎏
* 참치나 고등어 등 심해 수산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인산염 함량과 냉동과정에서 보존제로 인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리스크 검사(비정기 검사, 라벨 부합성 검사 등)에서 해당 항목의 수치가 초과될 수 있음

- 인위적 첨가가 아닐 경우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제한량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례 4 인산염 수치 초과로 수입 불허
- '17년 6월 한국산 참치캔과 꽁치캔이 처음으로 수입 불허, 그 이유는 ‘인산염 수치’
- 제조사는 “인산염은 따로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생선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어 조절이 어렵다”고 주장
- 또 “중국 현지 제조사의 제품과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스페인산 캔제품 등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 동원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와 A사의 입장을 담아 질검총국 측에 기준완화를 요청한 상태”
라고 전함
자료원: 한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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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라면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라면(拉面/方便面/即食或快熟面条)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GB 7101-2015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HS CODE

1902.3030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4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봉지라면/컵라면 GB 17400-2015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라면 중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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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라면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라면 수입시 제출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 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식약처 발급),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라면(HS 1902.3030) 한중 FTA 양허품목 중 하나이나 2019년 MFN 세율과 APTA 세율 모두 FTA보다
낮음. 현재 가장 낮은 APTA 세율(8.7%) 적용 권장!
2023년부터 한중FTA세율 적용 권장!

라면(HS 1902.303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10%

8.7%

11.2%

10.5%

9.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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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중문 라벨, 특히 라면 스프에 첨가된 식품첨가제에 각별히 유의!
- 스프에는 다수의 식품첨가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식품첨가제사용 국가표준 GB 2760-2014에 따라
첨가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전 심의 후 중문 라벨을 제작

② 분말 스프 중 육가공품 사용 불가!
- 국물맛을 내기 위해 분말 스프에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수입육류제품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을 불허
- 특히 한글포장지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한글포장지에는 돼지고기 등의 육류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중문 번역 시 이를 고의로 누락 후 중문 라벨에는 육류 성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통관 이후 식파라치에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음
▶ 식품안전법에 따라 구매 금액의 10배 배상 판결 사례 증가

③ 스프 생산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스프에 고춧가루나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주로 사용되며 생산 시 균락총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

사례 5 분말 스프 중 육류 성분 검출로 불합격
- '17년 3월 한국산 라면제품으로 수입신고 된 3건이 불합격 처리됨
- 불합격 사유는 “돼지고기/쇠고기 성분 함유”
Tips: 라면에는 국물맛을 내기 위한 육류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중국 수출용으로 배합을 변경하거나
육류 성분이 없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책 마련 필요

사. 주류(술)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주관
부처

HS CODE

주류(酒)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효주 및 그 조제주 GB 2758-2012
식품안전국가표준 증류주 및 그 조제주 GB 2757-2012

2206.0090(과일주/막걸리)
2008.9090(증류주/소주)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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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준비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주류 중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주류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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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주류 수입시 제출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 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식약처 발급),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술은 한중 FTA 양허품목으로 2034년 완전 철폐됨. 한중FTA세율 적용 권장!

주류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과일주
(HS 2206.0090)

40%

-

30%

28%

26%

소주/증류주
(HS 2208.9090)

10%

8.8%

7.5%

7%

6.5%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술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 과일주/막걸리는 “기타 발효 음료”로, HS 2206.0090
- 인삼주/소주 등은 “알콜 농도가 80% 이하 술”로 분류, HS 2208.9090

② 주류는 소비세 부과 대상
- 과일주(HS 2206.0090)는 10%, 인삼주/소주(HS 2208.9090)는 20%

③ 입항 후 보관창고에 유의해야
- 주류는 “인화성 화물”, 소방안전부처가 창고 소방안전 관련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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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1) 사전에 알아두기_화장품수입관리체계
○ 화장품 생산,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는 최상위 법규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임
- 이외에도 화장품 원료/제한량 등을 규정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검역관리의 법적근거인 『수출입화
장품검역감독관리지침』 등이 있음
화장품 관련 법규
법규

주요 규제 내용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실시세칙

화장품(특수/非특수) 분류, 위생허가절차 규범

수출입화장품검역감독관리지침

수입화장품 검사검역관리의 법적 근거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 원료, 배합, 제한량 등을 규정

화장품표식관리규정

화장품 라벨 규범화

화장품행정허가신고 수리규정/화장품행정허가수리심사요점

주관부처의 신청접수, 심사를 규범화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에 관한 공고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주관기관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심사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담당
-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성, 위생, 품질감독검사 및 관리 담당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화장품 안전 관련 정부기관
기관

약품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주관업무

- 화장품 생산단계 및 유통 소비단계의 안전현황 관련 문제점 분석
- 제도, 체제 및 업무개선에 대한 건의 제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 화장품의 위생허가 등록 관리
-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성, 위생, 품질감독검사 및 관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42 | 중국 수출 통관 가이드 - 유망품목 25選 -

2) STEP BY STEP_통관절차
STEP 1 위생허가비준/등록증서 취득(특수용 화장품은 대중 수출 1년~1년 6개월 전부터 준비 필요!)
① 특수용화장품 여부를 판단
-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따라 비특수용도화장품/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름
비특수용도 화장품
분류

비고

모발용품

왁스, 젤, 포마드, 헤어 에센스, 샴푸, 린스, 스프레이, 트리트먼트 등

스킨케어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바디로션, 에센스, 바디클렌저, 바디마사지크림 등

색조화장

립스틱,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 쉐도우, 리무버 등

손/발톱용품
방향/향수제품

네일용품, 아세톤 등
향수, 방향제 등

주1: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여성청결제 등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규정에 따름
주2: 네일스티커는 화장품이 아님
주3: 모발용품, 스킨케어의 경우, 기능성(미백기능, 탈모방지기능 등)이 있을 경우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증서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제품 전성분 배합비율표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경내책임자의 수권서 복사본과 경내책임자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의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생산공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도안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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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화장품

주: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여성청결제 등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규정에 따름
자료원: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
명서 포함) 제출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는 해외실험실에서 발행한
SPF, PFA 혹은 PA수치에 관한 검측보고서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성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생산위생조건 심사의견
ⓗ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제출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홈페이지 참조

②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에 따라 관련 증서 취득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화장품등록증서(進口化粧品備案凭證)』 취득
- 소요기간은 4~5개월(시험기간 포함, 경내책임회사등록기간 제외)
- ‘18년 11월 이전 취득한 수입화장품 등록증서는 유효기간은 4년,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 新 제도에 따라 등록
▶ '18.11월부로 시행된 新 제도에 따라 발급한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증서는 연장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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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등록증서 취득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알·쓸·신·비 7) 비특수용 화장품등록 주체인 경내책임자
- 우리기업이 수권한 경내책임자로서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영업집조를 소유한 중국 내 등록법인이어야 함
- 과거 등록주체인 “재중책임회사”는 “1기업당 1재중책임회사만 지정 가능”했으나 현재 등록주체인 “경내책임자”는
“1제품당 1경내책임자 지정 가능”
- 경내책임자는 심사서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특수용도 화장품,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進口化粧品衛生許可批件)』 취득
- 소요기간은 1년~1년 6개월
- 수입화장품 위생허가비준의 유효기간은 4년, 4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완료 필요!
<수입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취득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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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포장라벨 심사증명서 취득(선적 전)
○ 수입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 아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화장품표식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 화장품통용라벨 GB 5296.3-2008에 의거 작성

<수입화장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중국은 수입화장품 라벨에 필수 사항을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함
<수입화장품 라벨 작성 시 유의사항>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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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에 등록(선적 전)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STEP 4 소재지 검역기구에 수입업체 등록(선적 전)
○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에 의거, 등록번호를 검역기구에 제출
- 수입업체가 화장품위생허가 당시 등록된 경내책임자가 아닐 경우, 검역신고시 경내책임자로부터 수입
업무에 관한 수권서를 받아 검역기구에 제출해야 함
-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판매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함

◇ 신청시 제출 서류
ⓐ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수화인 등록 신청서'
ⓑ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록증서,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대외무역 경영자등기서 등 사본 제출 및 원본 확인
ⓒ 수입업체의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 수입업체의 화장품 안전에 관련된 기관 설치, 부서 업무 및 책임 관리에 대한 자료
ⓔ 경영계획에 편입한 화장품의 종류, 보관장소
ⓕ 2년 내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에 관한 증명서(화장품 품종, 수량)
ⓖ 검역신고기관의 등기증명서 사본(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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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및 통관 절차>

주: 소요기간은 모두 근무일기준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STEP 5 서류 준비 및 통관 신고(중국 수입항 도착 후)
○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관에 신고

STEP 6 관세/소비세/증치세 납부
①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함
▶ 화장품은 한중 FTA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 정부가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더 낮은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품목별 관세 확인 필요!

② 고급 화장품 소비세는 15%, 일반 화장품은 소비세 면제
- 고급 화장품의 기준은 출하가격(증치세 미포함) 또는 완세가격(CIF 가격)이 10위안/그램 또는 15위안/장
이상

③ 화장품 수입증치세는 13%

STEP 7 검사검역
①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시 사본과 원본 대조할 수 있도
록 원본도 동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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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수입 화장품 검역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중국 관련 규정에 부합, 정상 사용 시 인체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
ⓑ 제품 전성분배합비율표
ⓒ 국가에서 규정한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화장품은 관련 부처에서 심사한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증서 또
는 등록 증명서
국가에서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화장품은 안전위험성평가에 관한 자료와 생산국(한국)에서 생산과
판매를 허가한 증명 혹은 원산지 증명서
ⓓ 판매용으로 포장된 화장품은 중문 라벨 시안과 외국어포장지 전개도 및 번역본
판매용이 아닌 용도로 포장된 화장품은 제품명칭, 수량과 중량, 규격, 원산지, 생산로트번호 및 유통기한, 재포장예
정인 목적지의 명칭, 공장명칭, 주소, 연락처
ⓔ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② 검사합격증명을 취득하기 전, 반드시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화물을 보관
- 검사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③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신고 접수 후 수입화장품에 대한 현장 검역, 샘플링 검사 진행
- 샘플링 검사는 1) 최초 수입, 2)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했던 제품, 3) 수입량이 많은 경우, 보다 엄격하게
진행함
- 합격된 샘플은 샘플링 후 4개월까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샘플은 검역합격증명서 발급 후 1년까지 보관
하며 불합격된 샘플은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사건조사에 필요한 샘플은 사건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
<현장검역 및 샘플링 검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④ 실험실 검역
-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항목과 검역요구 조건을 확정 → 샘플을 검역기관에
송부 → 검역기관 검역 실시 및 규정된 시간 내 검역 보고서 발급
- 실험실 검역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已使用化妆品原料名称目录)』, 『화장품위생표준GB 7916-1987』, 『화장품통용라벨 GB 5296.3-2008』
등에 의거함.
- 사용 가능한 화장품 원료가 아닌 新 원료(중국 관련 규정 상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NMPA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후 심의 통과 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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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성분
구분

항목수

구분

항목수

화장품 사용 금지성분

1,388

사용 제한량 성분

47

방부제

51

자외선 차단제

27

착색제

157

염색제

75

자료원: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⑤ 합격 시 위생증 발급
- 수입 화장품이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으로 불합격 된 경우,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처리
- 기타 항목으로 불합격된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 진행 후, 재검 결과가 합격이면
판매와 사용을 허가함

3)

반복 체크_수입규제

① 현행 법규에 따라 사용 가능 성분 검토 필수
-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과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에 따라 성분
심의가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위생허가 비준증서가 발급되나, 허가 당시의 성분과 수입 당시의 성분에
변화가 있는지 재차 확인

② 위생허가 비준증서를 획득하고 대행업체에서 중문 라벨 원본 등을 생략하고 전달하여 수입 시
중문 라벨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③ 수입업체의 판매기록 관리
- 제품 명칭, 규격, 수량, 제조일, 제조 로트번호, 유통기한, 판매 유통상, 납품일자 등의 정보를 기업
판매 기록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함

알·쓸·신·비 8) 수입 非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제
- ‘18년 11월 10일부터 처음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非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심사관리에서 등록(备案)관리로 변경
* 非특수용도화장품: 모발케어용품,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매니큐어, 향수, 방향제 등
- 수입업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의 “수입 非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进口非特殊
用途化妆品备案管理系统)” 상 등록 및 등록증빙서류 획득 후 수입가능
* 등록증빙서류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 또는 국가약품감독관리부처에 제출
- 작년 3월부터 상하이 푸둥신구 및 FTZ에서 시행한 조치를 전역으로 확대 적용
- 등록비안관리제의 경우, 준비 서류와 실제 실험실 검사 기간은 약 3개월로 기존 등록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실험실
검사 후 최종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제출 여부 심의를 받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근무일 5일로 단축됨
- 위생허가제도의 처리 속도 가속화로 업무 효율은 증대, 기존 중국의 재중책임회사 → 경내책임회사로 규정이 변경
되면서 경내 책임회사는 수입 후 유통관리에 따른 책임 추가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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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하이 푸둥신구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제 시범실시”
구분

시범등록제

대상

상하이 푸둥신구 항구로 입항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작용

모든 항구로 입항
모든 화장품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중국 국경 내 책임자>
한 제품 당 하나의 위탁책임자 지정
푸둥신구 영업허가증 보유업체
* 책임범위: 등록대리업무, 제품수입/경영/품질안전

<재중신고책임회사>
한 업체 당 하나의 재중책임회사 지정
중국 내 영업허가증 보유업체
* 책임범위: 허가 등록대리업무

서류접수

상하이 식품식품약품감독관리부 수리센터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허가 수리센터

수입시점

형식 심사 후 접수증명서, 등록증명서로 수입통관

위생행정허가 심사 후 위생행정허가증으로
수입통관

사후관리

등록 후 3개월 내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기술 심사 진행, 결과에 따라 서류 보완, 수입 및
판매 일시 중지, 판매정지 및 회수 처리

허가증 유효기간 4년, 만료 4개월 전 갱신

관리기관

책임자

기존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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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대한화장품협회

가. 기초화장품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기초화장품(스킨/로션/마스크팩/에어쿠션 등)
(护肤品)

HS CODE

3304.9900

수출입 화장품검사 검역감독 관리지침《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 등
화장품위생표준 GB 7916-1987
로션
GB/T 29665-2013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클렌징 크림
오일

GB/T 29680-2013
GB/T 29990-2013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화장품등록증서(進口化粧品備案凭證)』(비특수용 화장품) 취득
▶ 오랜 기간 소요되는 작업(비특수용도 화장품 4~5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1년~1년 6개월)이므로 철저한
준비, 사전 취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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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등록증서(비특수용화장품) 취득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http://ire.eciq.cn) 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③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비준증서에 기재된 경내책임자에 수입권한 부여
- 수입업체가 재중책임회사가 아닐 경우 경내책임자에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는 수권서를 요청하여 제출
해야 함
▶ 수입업체가 경내책임자일 경우, 이 부분은 불필요!

④ 소재지 검역기구에 수입업체 등록
- 수입업체가 화장품위생허가 당시 등록된 경내책임자가 아닐 경우, 검역신고시 경내책임자로부터 수입
업무에 관한 수권서를 받아 검역기구에 제출

⑤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위생허가비준증서(進口化粧品備案凭證)』에 기재된 등록번호(国妆备进字○○○) 꼭 라벨에 명시!

<기초화장품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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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기초화장품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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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화장품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라벨시안 등
ⓒ 한국 관련 기관(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사본(최초 수입 시 원본이 요구될 수 있음)
ⓔ 수입업체가 화장품 위생허가증에 기재된 경내책임자의 수권서
ⓕ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기초화장품(HS 3304.9900)의 한중 FTA 세율은 5.2%, MFN세율(1%) 적용 권장!

기초화장품(HS 3304.99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1%

-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5.2%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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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 시 성분과 수입 시의 성분에 변화가 있는지 재차 확인 필요
- 중국 화장품 시장 급성장 및 관련 법제 미비에 따라 최근 화장품 관련 규정 수정이 빈번한 편임
- 현재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과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에 따
라 성분 심의가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위생허가 비준증서 발급

② 구체적 용도에 따라 균락총수 등 성분요구가 다르므로 주의!
③ 성분 최대 사용량을 “전 성분에서 ○% 초과 불가”로 되어있는 점에 주의
- 페녹시에탄을 예로 들면,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방부제로 첨가 가능한 성분이나 최대 사용량은 전 성
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사례 6 용도별 균락총수 문제로 수입불허
- '17년 7월 아동용 화장품은 “균락총수 초과”로 인해 “수입 불허” 판정받음
- 눈 화장품, 입술용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의 균락수 최대치는 500CFU/g(ml)
- 이에 반해 기타 화장품은 상한선은 그 2배 수준인 1000CFU/g(ml)
Tips: 눈 화장품, 입술용 화장품, 아동용 화장품 등은 균락총수를 생산 전 확인 필수!

나. 색조화장품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색조화장품
(彩粧)

HS CODE

3304.9100(파우더), 3304.1000(립스틱),
3304.2000(눈화장품), 3304.3000(손/발톱용 화장품) 등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 등
화장품위생표준 GB 7916-1987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화장품등록증서(進口化粧品備案凭證)』(비특수용화장품) 취득
▶ 오랜 기간 소요되는 작업(비특수용도 화장품 4~5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1년~1년 6개월)이므로 철저한
준비, 사전 취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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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등록증서(비특수용화장품) 취득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필수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 발급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③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비준증서에 기재된 재중책임회사에 수입권한 부여
- 수입업체가 재중책임회사가 아닐 경우 재중책임회사에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는 수권서를 요청하여 제
출해야 함
▶ 수입업체가 재중책임회사일 경우, 이 부분 불필요!

④ 소재지 검역기구에 수입업체 등록
- 수입업체가 화장품위생허가 당시 등록된 경내책임자가 아닐 경우, 검역신고시 경내책임자로부터 수입
업무에 관한 수권서를 받아 검역기구에 제출

⑤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색조화장품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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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색조화장품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색조화장품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라벨시안 등
ⓒ 한국 관련 기관(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사본(최초 수입 시 원본이 요구될 수 있음)
ⓔ 수입업체가 화장품 위생허가증에 기재된 경내책임자의 수권서
ⓕ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파우더(HS 3304.9100), 눈화장품(HS 3304.2000), 립스틱(HS 3304.1000), 손/발톱용 화장품(HS
3304.3000)은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이므로 2018년 7월 1일부로 인하된 MFN 세율 적용

색조화장품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파우더
(HS 3304.9100)

5%

-

눈화장품
(HS 3304.2000)

5%

-

립스틱
(HS 3304.1000)

5%

-

손/발톱용 화장품
(HS 3304.3000)

5%

-

한중 FTA
(2021년)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후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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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글 라벨과 중문 라벨의 성분 수치가 일치해야 함
② 허가 시 성분과 수입 시의 성분에 변화가 있는지 재차 확인 필요
- 현재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과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에 따
라 성분 심의가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위생허가 비준증서 발급

다. 샴푸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샴푸 (洗发剂/香波)

HS CODE

3305.1000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 등
화장품위생표준 GB 7916-1987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샴푸 GB/T 27679-2013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화장품등록증서(進口化粧品備案凭證)』(비특수용화장품) 취득
▶ 오랜 기간 소요되는 작업(비특수용도 화장품 4~5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1년~1년 6개월)이므로 철저한
준비, 사전 취득 필수!

<수입화장품등록증서(비특수용화장품) 취득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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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완료 필수!

③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비준증서에 기재된 경내책임자에 수입권한 부여
- 수입업체가 재중책임회사가 아닐 경우 경내책임자에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는 수권서를 요청하여 제출
해야 함
▶ 수입업체가 경내책임자일 경우, 이 부분 불필요!

④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샴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샴푸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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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샴푸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라벨시안 등
ⓒ 한국 관련 기관(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사본(최초 수입 시 원본이 요구될 수 있음)
ⓔ 수입업체가 화장품 위생허가증에 기재된 경내책임자의 수권서
ⓕ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샴푸(HS 3305.1000) 2018년 한중 FTA 세율 4.6%, 2019년 이후 4.2% 유지
APTA 세율(2%) 적용 권장!

샴푸(HS 3305.1000) 관세율 비교
2019 MFN

APTA

3%

2%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4.2%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후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발모 기능성 샴푸는 특수용도화장품
- “특수용도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 해당 내용의 광고와 홍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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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품
목
별
통
관
가
이
드

라. 치약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치약 (牙膏)

3306.1010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등
치약 GB 8372-2008

치약용 원료규범 GB 22115-2008

구강청결관리용품 통용라벨 GB 29337-2012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완료 필수!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치약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국가표준에 따라 심의 및 중문 라벨 부착이 필요!
예: 프로폴리스, 홍삼, 죽염 등 특수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국가표준에 따라 “특수 성분 포함”이 증명되어야만
라벨에 표시하고 광고홍보가 가능함

<치약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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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치약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Ⅱ
―
품
목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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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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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 치약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라벨시안 등
ⓒ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치약(HS 3306.1010) 한중 FTA 10년 철폐품목, 현재 APTA 세율이 2%로 가장 낮음
2022년부터 한중 FTA 적용 시 관세 및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 한국산 치약은 대중 수출시 “0%” 관세 적용

치약(HS 3306.101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3%

2%

5%

4%

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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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치약은 화장품 위생허가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수입화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검역이 의무사항
이므로 사전 성분 심의 진행 및 이에 따른 중문 라벨 사전 작성에 유의해야 함

사례 7 생산시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 '13년 한국산 홍삼치약이 “균락수 초과”로 폐기처리됨
- 중국 관련 규정 상 균락총수 기준치는 500CFU/g 이나, 제품 검역 시 각 8,500 CFU/g, 8,200 CFU/g, 9,700
CFU/g로 기준치를 초과
- 홍삼과 같은 특정 원료를 치약 원료로 사용 시 원료 투입 전 세척 및 소독 등 위생생산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사례 8 금지성분 첨가 불가!
- '17년 산둥 황다오 검역기관에서 한국산 치약에서 금지성분인 “아미노 카프로산”이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됨
- 해당 성분은 치약 원료규범 GB22115-2008 에 따라 금지되어, 첨가 불가
Tips: 생산 시 중국의 치약 원료 규범을 참고하여 사전에 금지성분 첨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마. 미용비누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미용비누 (美容香皂／洁面皂)

HS CODE

3401.1100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 등
특수 비누(GB 19877.3-2005)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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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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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미용비누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라벨시안 등
ⓒ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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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미용비누(HS 3401.1100) 한중 FTA 10년 철폐품목, 현재 APTA 적용이 가장 유리하며
2024년부터 한국산 미용비누 대중 수출시 “0%” 관세 적용

미용비누(HS 3401.11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6.5%

4.2%

5%

4%

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중국시장에서 미용비누로 판매하려면 NMPA 인증 획득 필수!
- 비누는 일반용과 미용(화장용) 2가지로 분류, 일반 비누는 NMPA 인증없이 통관

② 현행 법규에 따라 사용 가능 성분 검토 필수
-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과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에 따라 성분
심의가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NMPA 증서 발급

사례 9 중국 현행 법규에 없는 성분 첨가 불가!
- '17년 한국 모 기업의 제품, 유럽과 일본에서 유통된 상품이지만 NMPA 인증 신청에서 “삼채(Allium Hoolceri)”
성분으로 인증획득 실패
- 삼채 성분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에 없는 성분으로 중국 관련 기관에 해당 성분에 대한 추가 및 검사를 신청했으
나 1년 만에 결국 기업측이 포기
Tips: 대중국 수출 화장품은 중국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생산 전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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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가전제품

1) 사전에 알아두기_수입전자제품관리체계
○ 중국은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검험검역상품리스트”와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규정” 및 제품별
국가표준에 의거해 수입 전자제품을 관리
▶ “검험검역상품리스트” 내 해당 상품은 통관 전 수출입상품검사기관에 수입업체 등록 및 검사 신청!

수입전자제품 관련 법규
법규

수출입상품검험법
검험검역상품리스트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
제품별 국가표준

주관업무

- 검사 의무화 수출입 상품 범위를 명시 및 검역검사 규범화
- 전자제품은 수출입상품검사기관에 검사 받도록 의무화된 “검험검역상품리스트”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해당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유통판매 불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주관기관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 산하 수출입상품검사기관, 그리고 국가인감위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의 리콜 및 시판품 조사를, 해관은 수입전자제품의 통관검사를 감독관리
- 국가인감위는 시험인증 기관 관리, 제품 인증의 실시규칙 등을 제정

알·쓸·신·비 9) 강제성 국가표준과 강제성 인증 그리고 CCC 인증마크
- 국가표준은 표준 도달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추천성 국가표준으로
나뉨. 강제성 국가표준 표시법: GB(Guojia Biaozhun)품목번호-제정년도로 구성

예:
- 소비자 건강과 동식물 생명보호, 환경보호 및 국가안전보전 등을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하는 CCC인증제도
는 반드시 국가표준(GB) 및 해당하는 기술법규를 만족해야 함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1. 전선케이블

2. 전기부품

3. 저전압제품

4. 소출력전동기

5. 전동공구

6. 전기용접기

7. 가전기기

8. AV기기

9. IT기기

10. 조명기기

11. 자동차및부품

12. 타이어

13. 안전유리

14. 농기구 기기

15. 전자단말기

16. 소방설비

17. 안전방범제품

18. 무선LAN제품

19. 인테리어제품

20. 아동용품

- 강제성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에 "CC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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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BY STEP_통관절차
STEP 1 국가표준과 인증 확인
① 국가표준, 특히 강제성 표준이 있는 제품은 해당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만 수입 가능
▶ 해당 상품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

② 강제성 인증 품목 중 상품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증 면제”
▶ 수출입검험검역기관에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 신청”과 관련 증빙서류, 책임보증서, 제품적합성 성명 등
자료 제출, “강제성 제품인증 면제 증명서” 취득 후 신고
국가인감위 CCC 인증면제관리 사이트: http://cccmb.cnca.cn/cccmb/

STEP 2 강제성 인증(CCC 인증) 취득
<CCC 인증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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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취득 소요 기간) CCC 인증은 인증기관 신청 수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3~6개월 소요됨
▶ 오랜 기간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수!

◇ CCC 인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샘플
(필수서류)
ⓐ 신청서, 신청인,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빙(예: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공장심사조사서
ⓒ 인증신청인, 생산자, 제조공장 간 협약서 및 계약서(예: ODM/OEM 협의 등)
ⓓ 제품정보(모델명, 사양서, 주요부품 및 자재리스트, 전기구성도, 조립도, 기본-파생간 차이설명 등)
(필요시 제출)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을 설명하는 설명
ⓕ 기타 시험/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 등
ⓖ 시료의 경우, 제품에 따라 요구개수가 다름.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1~2개

○ (CCC 마크) 인증서 발급 받은 후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CCC 마크도안을 활용, 인쇄·각인 등을
통해 표시사항과 함께 제품에 마크를 부착

STEP 3 에너지 효율 규제 확인
○ 중국표준화위원회 산하 에너지효율공정기술센터에 심사를 받고 에너지 효율 라벨을 상품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함
- 중국 에너지 효율 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 등급 표시 및 데이터 보고 의무화!
▶ 미이행시, 벌금 및 판매금지 등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

<에너지효율 규제>

자료원: 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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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비 10) 에너지효율라벨(China Energy Label, 中国能效标识)
- 27개 대상품목의 제조자 및 수입상은 에너지효율표시 관리방법에 의거, 에너지효율 데이터를 보고, 제품에 에너지
등급을 표시해야 함

에너지효율표식 대상품목(30개)

에너지효율라벨

1. 에어컨

2. 냉장고

3. 냉각수기

4. 열펌프기

5. 열펌프온수기

6. 세탁기

7. 전기온수기

8. 온수난방기

9. 주방환풍기

10. 선풍기

11. 전자레인지

12. 가스레인지

13. 태양열온수기

14. 환풍기

15. 전기밥솥

16. 인덕션쿠커

17. TV

18. 모니터

19. TV셋탑박스

20. 복합기

21. 프로젝터

22. 초소형컴퓨터

23. 모터

24. 형광등

25. LED등

26. 고압나트륨 조명

27. 컴프레서

28. 통풍기

29. 교류접속기

30. 변압기

STEP 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China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표시도 중요
-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은 통신설비, 라디오TV설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
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 가정용 전기전자설비, 전자계측기, 공업용 전기전자제품, 전동공구, 의료용
전자설비 및 기기, 조명기기, 등 직류 1500볼트,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을 제한
-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 함유한 유해물질 정
보를 표시해야 함
▶ 유해물질의 명칭, 함유량, 소재부품 및 그 제품의 재이용 가능 여부, 부적절 사용(취급) 시 환경 및 인체건강
에 대한 영향 등 정보,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포함 관련 표시법
마크

의미
이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친환경제품에 해당
폐기 후 재활용 가능

이 전자제품은 일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환경보호사용기한(도형 속 수자는 사용기한을 의미) 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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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라벨과 사용설명서 제작
○ 통관시 CCC 인증마크, 라벨에 안전사용법 표시 여부를 검사
▶ 사용설명서는 별도로 첨부하되 필요한 인증 마크, 전압/주파수/출력/집행표준/에너지절감 등급/주의사항
등 요구되는 정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전기전자제품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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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STEP 6 서류 준비 및 통관 신고
<통관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관에 신고

STEP 7 관세/증치세 납부
①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함
▶ 중국 정부의 소비유턴정책 시행으로 일부 소비품의 잠정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 있으
므로 주의!

②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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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검사검역(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서 필요시)
① 세칙에서 해당 상품 감독관리 조건 확인
▶ 감독관리조건에 “A”를 표시했으면 검사 신청 준비!

<세칙에서 감독관리조건 확인하기>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상품검험 신청 서류 제출
◇ 상품검험 신청 시 제출 서류
ⓐ 검사신청의뢰서

ⓑ 대외무역계약서

ⓓ CCC인증서 사본

ⓔ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 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

③ 검사합격증명을 취득하기 전, 반드시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화물을 보관
- 검험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④ 수입신고 접수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수입상품에 대한 현장 검역, 샘플링 검사 진행
- 샘플링 검사는 1) 최초 수입, 2) 품질안전 발생한 적 있는 제품, 3) 수입량이 많은 경우, 보다 엄격하게
진행함
<현장검역 및 샘플링 검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⑤ 실험실 검역
-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항목과 검역조건 확정 → 검역기관에 샘플 송부 →
검역기관 검역 실시 및 규정된 시간 내 검역 보고서 발급

⑥ 합격시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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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 체크_수입규제

① 사용설명서에 가전제품과 유사용도제품의 안전(家用和类似用途电器的安全) > 표준 GB 4706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명시
- 특히 플러그가 중국 내 사용가능한지 등을 유의해야 함

② 전열 기구의 입력 출력 편차는 +5-10% 이하
③ 전원 도선의 단면적은 0.5㎟이상

사례 10 중국용 플러그에 유의!
- 2017년 4월 한국산 가습기 십여 대 리콜 사태 발생
- 제품은 샘플용이었으나 플러그가 한국용이라는 이유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원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리콜
통지’를 내야 했음.

한국용

중국용

가. 송풍시스템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주관
부처

송풍시스템(新风系统, 新风净化机)

HS CODE

8414.511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GB 4706.1-2005, GB4706.27-2008 등(선풍기를 시험하는 규격으로 인증)
국가시장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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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준비
① 강제성 국가표준(GB) 적용 여부 확인
- 스탠드(콘솔), 캐비닛, 벽걸이, 실링(ceiling) 등으로 구분되며 단상 250V 이하, 그 외 480V 이하의 전압을
가질 경우 CCC인증취득이 필요
▶ 제품 구성품에 따라 선풍기에 해당하는 CCC인증을 취득해야 함

② CCC 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부착
- CCC 인증은 인증기관 신청 수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3~6개월 소요됨
- 인증서 발급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마크도안을 이용, 제품에 CCC마크 부착
<CCC 인증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③ 중문 라벨 및 사용설명서 제작
- 라벨에는 반드시 상품명, 제품번호, 제조/판매업체 정보, 출력, 상품집행표준, 원산국,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함
- 라벨은 제품과 제품 포장에 모두 부착해야 함
<송풍시스템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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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송풍시스템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송풍시스템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하증권 등 일반 서류
ⓑ CCC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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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송풍시스템(HS 8414.5110)은 APTA 세율(4.2%) 적용 권장!
한중 FTA 15년 철폐 품목으로 2029년에 완전 철폐됨

송풍시스템(HS 8414.511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6%

4.2%

13.3%

12%

10.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검역 신고 시 상품명, 용도, 원리, 브랜드, 모델, 출력 등 정보를 자세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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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구청소기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침구청소기(除螨仪)

8508.110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GB4706.1-2005, GB4706.7-2014, GB/T 24253-2009(성능분야) 등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강제성 국가표준(GB) 적용 여부 확인
- 정격전압 250V이하이며 진공원리로 지면 및 기타표면의 먼지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일 경우
CCC인증취득이 필요

② CCC 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부착
- CCC 인증은 인증기관 신청 수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3~6개월 소요됨
- 인증서 발급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마크도안을 이용, 제품에 CCC마크 부착
<CCC 인증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③ 중문 라벨 및 사용설명서 제작
- 라벨에는 반드시 상품명, 제품번호, 제조/판매업체 정보, 전압/출력,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함
- 라벨은 제품과 제품 포장에 모두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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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청소기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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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청소기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CCC 인증서 사본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침구청소기(HS 8508.1100)는 한중 FTA 세율(2019년 5%) 적용 권장!
한중 FTA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4년에 완전 철폐됨

침구청소기(HS 8508.11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8%

5.2%

5%

4%

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Ⅱ. 품목별 통관가이드 | 75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검역 신고 시 상품명, 구동방식, 집진기 용적, 브랜드, 모델, 출력 등 정보를 자세히 기입

다. 도어락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도어락(智能門鎖)

HS CODE

8301.400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GB 21556-2008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강제성 국가표준(GB) 확인
② 중문 라벨 부착
- 설치법, A/S 연락처, 주의사항(경보, 최대입력지문 또는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 등을 꼭 명시!
<도어락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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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도어락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검사 보고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도어락(HS 8301.4000)는 MFN 세율(9%)보다 낮은 한중 FTA 세율(2019년 7%) 적용 권장!
한중 FTA 중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4년에 완전 철폐됨

도어락(HS 8301.40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9%

-

7%

5.6%

4.2%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라벨과 설명서에 설치법, A/S 연락처, 주의사항(경보, 최대입력지문 또는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

Ⅱ. 품목별 통관가이드 | 77

Ⅱ
―
품
목
별
통
관
가
이
드

라. 전기담요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전기담요(电暖毯)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전기담요 GB 4706.1-2005, GB 4706.8-2008 등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강제성 국가표준(GB) 확인
② CCC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부착
- 강제성 국가표준 적용 품목이므로 강제성 인증을 통과해야 함
- CCC인증 미취득, CCC 인증마크 미부착 제품은 수입 및 판매 금지

③ 중문 라벨 부착
<전기담요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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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1000

3) STEP BY STEP_통관절차
<전기담요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CCC인증서 사본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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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전기담요(HS 6301.1000)는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MFN 세율 적용 권장!
2021년부터 한중 FTA 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으며 2024년에 완전 철폐됨

전기담요(HS 6301.10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6%

-

8%

6.4%

4.8%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전기장판 등도 그 기능이 같으므로 HS CODE가 6301.1000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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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데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비데(智能马桶盖)

8516.799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GB 4706.1-2005, GB 4706.53-2008, GB 21551.1-2010, GB 21551.2-2010
GB/T 23131-2008, GB/T 24549-2017, JB/T 285-2010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중문 라벨 및 사용설명서 제작
- 라벨에는 반드시 제품번호, 규격, 전압/주파수,출력, 수압요구, 생산/판매업체, CQC마크(취득 시), 주
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함
- 라벨은 제품과 제품 포장에 모두 부착해야 함
<비데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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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비데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검사 보고서(또는 CQC인증서 사본)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비데(HS 8516.7990)는 한중 FTA 제외품목, 2018년 7월 1일부로 인하된 MFN 세율 적용 권장!

비데(HS 8516.799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7%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18년 9월 1일부로 시행될 “스마트비데 추천성 국가표준 GB/T 34549-2017”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비데는 10대 소비재 품목으로 리콜 등 품질검사 집중 관리 대상, 추천성 국가표준에 해당되며
우리기업들은 면밀히 분석해야 함

② 비데는 일체형과 분리형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에 유의해야 함

사례 11 “누전차단 콘센트”를 사용 필수!
- ‘16년 중국 질검총국의 점검에서 C사 제품은 제품자체에 누전차단 기능이 있으나 콘센트가 “누전차단
콘센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
* GB 4706.53-2008 및 GB 4706.1-2005 의 해당 내용
- 전원 코드는 녹색/황색 선심을 가지고 그 도체는 기기의 접지 단자 및 플러그의 접지극에 접속되어 있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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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젖병소독기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젖병소독기(奶瓶消毒器/奶瓶消毒柜)

8419.899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GB4706.1-2005;GB4706.19-2008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중문 라벨 및 사용설명서 제작
- 라벨에는 반드시 제품명, 제품번호, 규격, 전압/주파수, 출력, 생산/판매업체 정보, 상품집행표준,
CCC마크,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함
- 라벨은 제품과 제품 포장에 모두 부착해야 함
<젖병소독기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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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젖병소독기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CCC인증서 사본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젖병소독기(HS 8419.8990)는 MFN 관세율이 “0%”

젖병소독기(HS 8419.899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0%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라벨과 설명서에 설치법, A/S 연락처,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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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제품

1) 사전에 알아두기_수입관리체계
○ 생활용품과 인테리어제품은 식품, 화장품처럼 통일된 수입관리법제도는 없음. 그러나 상품특성
에 따라 강제성 인증(CCC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시험검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시장감독관리국과 그 산하의 국가인감위 및 해관의 수출입상품검사기관이 주관기관임
- 수출입 소형가전의 안전성, 품질감독검사 및 관리를 담당
- 국가인감위는 국가표준 제정, 인증 세부사항 등을 제정

알·쓸·신·비 9) 강제성 국가표준과 강제성 인증 그리고 CCC 인증마크
- 국가표준은 표준 도달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추천성 국가표준으로
나뉨. 강제성 국가표준 표시법: GB(Guojia Biaozhun)품목번호-제정년도로 구성

예:
- 소비자 건강과 동식물 생명보호, 환경보호 및 국가안전보전 등을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하는 CCC인증제도는
반드시 국가표준(GB) 및 해당하는 기술법규를 만족해야 함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1. 전선케이블

2. 전기부품

3. 저전압제품

4. 소출력전동기

5. 전동공구

6. 전기용접기

7. 가전기기

8. AV기기

9. IT기기

10. 조명기기

11. 자동차 및 부품

12. 타이어

13. 안전유리

14. 농기구 기기

15. 전자단말기

16. 소방설비

17. 안전방범제품

18. 무선LAN제품

19. 인테리어제품

20. 아동용품

- 강제성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에 "CC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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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BY STEP_통관절차
STEP 1 필요한 인증 확인
○ CCC 인증/독리성 검사/식품접촉용 제품 여부/기능 측정 필요 여부 등을 확인

STEP 2 인증 및 검사보고서 등을 준비
○ 생리대/기저귀 등은 『독리화학검사보고서(毒理化学检测报告)』, 영·유아 매트와 완구는 CCC
인증서, 플라스틱 제품 중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은 플라스틱제품 시험검사보고서 등을 준비해야 함
<CCC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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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CCC 인증은 인증기관 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3~6개월 소요됨
▶ 오랜 기간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인증서 발급 받은 후 국가인감위 지정 기관에 인증마크를 신청하고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인증마
크 제작 담당

STEP 3 서류 준비 및 통관 신고(중국 수입항 도착 후)
○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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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관세/증치세 납부
①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함
▶ 중국 정부의 소비유턴정책 시행으로 일부 소비품의 잠정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 있으
므로 주의!

② 수입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

STEP 5 검사검역(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서 필요시)
① 세칙에서 해당 상품 감독관리 조건 확인
▶ 감독관리조건에 “A”가 표시돼 있으면 검사검역 신청 준비!

<세칙에서 감독관리조건 확인하기>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상품검험 신청 서류 제출
◇ 상품검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검사신청의뢰서

ⓑ 대외무역계약서

ⓓ CCC인증

ⓔ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 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화증권

③ 검사합격증명을 취득하기 전, 반드시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화물을 보관
- 검험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④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신고 접수 후 수입상품에 대한 현장 검역, 샘플링 검사 진행
- 샘플링 검사는 1) 최초 수입, 2) 품질안전 발생한 적 있는 제품, 3) 수입량이 많은 경우, 보다 엄격하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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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역 및 샘플링 검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⑤ 실험실검역
-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항목과 검역요구를 확정 → 샘플을 정규 검역기관에
송부 → 검역기관 검역 실시 및 규정된 시간 내 검역 보고서 발급

⑥ 합격시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발급

3)

반복 체크_수입규제

① 품목별로 특수 요구사항에 유의!
- 기저귀, 생리대 등 제품은 『독리화학검사보고서(毒理化学检测报告)』를, 식품과 접속하는 플라스틱 제
품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험검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② 강제성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CCC 인증을 거친 후 상품에 CCC 인증마크 부착

가. 생리대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생리대(衛生巾)

HS CODE

9619.002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일회용위생용품위생표준(GB 15979-2002), 생리대(GB/T 8939-2008)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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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준비
① 『독리화학검사보고서(毒理化学检测报告)』 검역당국에 제출
- 보고서 유효기간은 1년, 1년 후 재검측을 거쳐 재발급 원칙
▶ 미제출 시 수입검역과정에서 50~60일 소요되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 사전 진행!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
- 수입 시 검역당국에 제품의 포장지 번역본 및 중문 라벨 작성 후 심의 통과
▶ 강제성 국가표준 적용 품목이므로 “상품집행표준: GB 15979-2002” 기재 필수!

<생리대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생리대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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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독리화학검사보고서(毒理化学检测报告)』 첨부
◇ 생리대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독리화학검사보고서(中国合格评定国家认可委员会에서 지정한 실험실에서 발행), 품질안전부합성명서,
중문 라벨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생리대(HS 9619.0020)는 2020년까지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MFN 세율 적용 권장!
생리대는 한중 FTA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1년 한중 FTA 세율이 3%로 인하되며 2024년 완전 철폐됨

생리대(HS 9616.002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4%

-

5%

4%

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③ 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역 및 실험실 검역 → 통과 시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독리화학검사보고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수입 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
② 중국 정부는 향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했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표준은 없음

TIP 한국 생리대 관련 보도로 중국시장도 촉각
- '17년 한국 모 브랜드의 생리대파동 이후 중국 산둥검역당국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정 조치가 있기
전까지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중국내 잠정 판매 중단을 협의,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불 가능한 수입상의 연락처를 기
재하기도 함
- 다롄 검역당국에서는 정상 수입되는 모든 제품(인터넷 구매대행 포함)에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 중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다롄검역당국으로 연락을 취하라고 공지

Ⅱ. 품목별 통관가이드 | 89

Ⅱ
―
품
목
별
통
관
가
이
드

나. 영유아용 매트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영·유아용 매트(爬爬垫)

3918.909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완구 안전 GB 6675-2014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완구 강제성 국가표준(GB) 적용 여부 판단
- 14세 이하 사용으로 기재된 제품 중 아래 경우는 아동완구와 아동매트로 간주
1) 놀이 기능이 있거나 연결하여 다른 모양의 매트로 조립할 수 있는 경우,
2) 연결기능이 없으나 제품에 캐릭터 도안이나 글자, 사물, 색깔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쇄된 경우

② CCC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부착
- 영유아용 매트는 강제성 국가표준 적용 품목, 강제성 인증을 통과해야 함
- ‘18년 12월 1일부터 CCC 인증마크 미부착 영유아 매트는 수입 및 판매 금지

③ 중문 라벨 부착
- 영유아 매트에는 별도의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
우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문 라벨 부착 권장
▶ '18년 12월 1일부터 CCC 인증마크 부착 필수!

<영유아 매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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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영유아용 매트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영유아용 매트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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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인증 통과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영·유아용 매트(HS 3918.9090)는 한중 FTA 세율(5%) 적용 권장!
한중 FTA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4년에 완전 철폐됨

영·유아용 매트(HS 3918.909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10%

-

5%

4%

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 시 유의사항

○ CCC 인증이 적용되는 2018년 12월 1일 전까지 기업에서 제품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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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스틱 밀폐용기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HS CODE

플라스틱 밀폐용기(塑料保鲜盒)

3924.100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관련
법규

식품접촉용플라스틱재료 및 제품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사용표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

주관
부처

GB 4806.7-2016
GB 9685-2016
GB 4806.1-2016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플라스틱제품의 시험검사보고서를 검험검역기구에 제출
-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없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
▶ 강제성 국가표준 GB 4806.7-2016(식품접촉용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이화학 지표에 따라 진행

검사항목
항목

지표

검사방법

총이동량/(mg/dm2)b ≤
*플라스틱 용기 중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전이되는 정도

10

GB 31604.8

과망간산칼륨소비량/(mg/kg)
물(60℃, 2h) ≤

10

GB 31604.2

중금속(납)/(mg/kg)
4%초산(부피율) (60℃, 2h) ≤

1

GB 31604.9

탈색실험
(착색제를 첨가한 제품에만 적용)

음성

GB 31604.7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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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보고서 예시

② 중문 라벨 부착
▶ 라벨에는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국가성 강제표준인 <식품접촉용플라스틱재료 및 제품(GB 4806.7-2016)>
에 따라 제작했음을 의미하는 “상품집행표준 GB 4806.7-2016” 명확히 기재해야 함
또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GB 4806.1-2016)>와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수지(GB 4806.62016)>의 부록 A의 라벨, 설명서에 표기해야 하는 플라스틱 수지의 명칭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플라스틱 밀폐용기 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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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플라스틱 밀폐용기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플라스틱 제품 검사 보고서/식품접촉제품 부합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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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플라스틱 밀폐용기(HS 3924.1000)는 2018년 7월 1일부로 인하된 MFN 세율 적용 권장!
2020년부터는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하며 한중 FTA 15년 철폐 품목으로 2029년엔 완전 철폐됨

플라스틱 밀폐용기(HS 3924.10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6.5%

-

6.6%

6%

5.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정확한 용도와 재질을 기재
- 수입 전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 후 수입절차 진행

라. 유리냄비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HS CODE

유리냄비(玻璃炖锅)

7013.490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관련
법규

유리제품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사용표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

주관
부처

GB 4806.5-2016
GB 9685-2016
GB 4806.1-2016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강화유리 사용 시, 중국 강화유리 검역 표준 확인
- 통상 유리냄비의 본체는 유리, 뚜껑은 강화유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화유리 검역표준에 부합해야 함

② 중문 라벨 부착
▶ GB 4806.1-2016(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의 규정 외 GB 4806.5-2016(유리제품)에 따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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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냄비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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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냄비 통관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유리냄비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검사 보고서/식품접촉제품 부합 성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유리냄비(HS 7013.4900)는 한중 FTA 세율(2019년 5%) 적용 권장!
한중 FTA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4년에 완전 철폐됨

유리냄비(HS 7013.49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7%

-

5%

4%

3%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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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체크_수입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용도와 재질 기재
- 수입 전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 후 수출을 진행
- 통상 유리냄비의 본체는 유리, 뚜껑은 강화유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화유리의 검역 표준 참고

② 라벨 표시
- GB 4806.1-2016(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의 규정 외 GB 4806.5-2016(유리제품) 에
따라 기재

마. 마스크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마스크(口罩)

HS CODE

6307.9000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등
호흡방호용품 GB 2626-2006, 일반보호마스크기술규범 GB/T 32610-2016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중국 내 측정기관에 “방진”기능 측정, 검사보고서 사전 발급받아야 함
- 일반 부직포 재질의 방진마스크의 경우 별도의 검역 절차는 불요, “방진”등 용도의 마스크는 관련 기준에
부합됨을 증명해야 함
▶ GB 2626-2006 및 GB/T 32610-2016 일반보호마스크기술규범(日常房户型口罩技术规范)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한해 “방진” 등의 용어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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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합성 여부에 관한 실험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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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② 중문 라벨 제작 및 부착
- “방진” 등 기능은 근거(실험실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가능
- 착용법/사용주기/여과 등급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강제성 국가표준이 있는 상품이므로 “집행표준(执行标准)”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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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3) STEP BY STEP_통관절차
<마스크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마스크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검사 보고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마스크(HS 6307.9000)는 MFN 세율(2019년 6%) 적용 권장! 한중 FTA 15년 철폐 품목으로 2023년부터
한중FTA 적용 유리, 2029년에 완전 철폐됨

마스크(HS 6307.90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6%

-

9.3%

8.4%

7.5%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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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방진” 등의 용어 기재 시 주의해야 함
- GB 2626-2006 및 GB/T 32610-2016 일반보호마스크기술규범(日常房户型口罩技术规范)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限함

바. 도료·페인트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도료·페인트

3208/3209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수입도료검사검역관리지침《进口涂料检验监督管理办法》,
수출입위험화학품및포장검사감독관리에 관한
공고《关于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检验监管有关问题的公告》（总局公告2012年第30号),
위험화학제품경영허가증관리지침《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등
화학제품안전라벨작성규정 GB 15258-2009
도료제품 분류 GB/T 2705-2003
합성수지내벽페인트 GB/T 9756-2014
합성수지외벽페인트 GB/T 9755-2014
실내장식재료내벽도료 유해물질제한량 GB18582-2008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수입도료 등록(备案)
- 수입도료검사검역관리지침(进口涂料检验监督管理办法)에 따라 HS CODE 3208, 3209에 속하는 제품
은 모두 수입항 검역검험기관(CIQ)에 수입도료비안《进口涂料备案》을 받은 후 해관에 수입 신고가 가능
- 최초 수입은 2개월 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5일 근무일 내 『수입 도료 등록접수 신청상황통
지서(进口涂料备案申请受理情况通知书)』 발부
- 지정 검역소에 샘플을 의뢰하여 지정 항목에 대한 실험실 검사 통과(약 15개 근무일 소요) 후 3일 내로
CIQ에서 수입도료등록증서 발부

◇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입도료비안신청서
ⓑ 비안신청인의 영업집조 복사본(인장 날인), 중국 수입 후 재가공할 경우 가공공장의 영업집조 복사본(인장 날인)
ⓒ 수입도료 생산상의 제품 중 유해물질함량이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 수입도료의 기본 구성 성분, 브랜드, 모델번호, 외형 사진, 라벨 및 표기사항, 재가공업체명과 주소 등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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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화학품목리스트(危险化学品名录) 확인, 포함될 경우 서류 준비
- 위험화학품목으로 분류되는 도료는 가연성용제를 합성한 수지, 페인트, 보조재, 도료 등 제품(밀폐식
인화점 60℃이하)
- 인화점이 35℃이상이나 60℃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는 연소지속성 실험 결과가 “연소지속성 없음”이면
비가연성액체로 위험화학품목 관리 대상이 아님

◇ 위험화학품목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보충 제출서류
ⓐ 수입위험화학제품 경영기업부합성명서
ⓑ 억제제와 안정제를 첨가한 제품의 경우 실제 첨가한 성분의 명칭과 수량 등에 관한 상황설명서
ⓒ 중문으로 된 위험물질임을 알리는 라벨 등 기타 요청 서류

③ 중문 라벨 및 사용설명서 제작시 안전라벨에 유의
- 화학품안전라벨작성규정(化学品安全标签编写规定)에 따라 작성, 위험화학제품으로 분류된 경우 경고
표식 등이 있어야 함
<도료·페인트 안전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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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도료·페인트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수입도료비안증서 및 비안증서에 부합하는 제품의 상세 정보 및 중문 라벨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
▶ 도료·페인트(HS 3208, 3209)는 한중 FTA 10년 또는 20년 철폐품목임. 한중 FTA 적용 권장!

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① 수입도료등록증서는 수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신청, 증서 유효기간 2년
② 2018년까지 도료, 벽지, 금속복합재료, 플라스틱파이프, 방수재료 등 6개 분류는 친환경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지만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사례 12 VOC 함량 주의!
- '17년 508KG에 달하는 이탈리아 수입 수성도료, “유기화합물 (VOC) 함량 초과”로 인해 수거 및 폐기 처리됨
- 해당 제품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량, 각각 146 mg/kg와 186g/L
- 국가표준<실내장식재료내벽도료 중 유해물질제한량> GB18582-2008의 기준: 포름알데히드 ≤ 100mg/kg,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120g/L
Tips: 중국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 강화 추세, 대중 수출제품 환경오염 관련 기준을 사전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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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친환경 인증
명칭

인증내용

주관부처

녹색
건축자재표식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재생 가능한 특징을 가진 제품에 대한 인증으
로 기술평가를 거쳐 1-3등급으로 평가

주택도시건설부
(住房城乡建设部),
국가인증감독위(CNCA),
전국녹색건축자재평가지표
전문가위원회

녹색
건축자재사용제품

친환경원료를 사용하였으며 관련 제품의 기
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

국가건축자재실험센터
(国家建筑材料检测中心)

중국환경표지인증

품질합격, 생산과정 중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
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제품임을 증
명으로 한국의 환경표지 인증과 상호인정 협
약 체결(2005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서 검증 대행이 가능함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산하
중환연합(베이징)인증센터

중국환경보호제품
인증

제품이 기술 요구에 부합하고 환경 유해물질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

중국품질인증
센터(CQC)

인증마크

사. 벽지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
명칭
관련
법규

HS CODE

벽지

4814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 조례
실내장식재료 벽지 중 유해물질 제한량 GB 18585-2001

주관
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국

2) 사전 준비
① 중문 라벨 및 사용설명서 제작
- 벽지에는 별도의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함
-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문 라벨 부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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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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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BY STEP_통관절차
<벽지 수입 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① 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검사 보고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
▶ 벽지(HS 4814)는 한중 FTA 제외품목, MFN 세율(2019년 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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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체크_수입시 유의사항

○ 벽지는 PVC 벽지와 합지로 분류, 일반적으로 PVC벽지 가격이 합지보다 높음
- PVC를 합지로 신고 할 경우 해관 밀수국 등 조사부처에서 자료 추적 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PVC벽지와 합지 벽지 규격 비교
구분

규격

PVC

1.06mX15.6m

합지

0.93mX1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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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국 통관서류 예시

부록

중국 통관서류 예시

1. 수입식품화장품 중문 라벨 견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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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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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화물검역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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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특수용도 수입화장품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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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성 인증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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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CC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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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저귀/생리대 검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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