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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제5조제4항(영업자의의무등)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생산실적등보고)

• 「화장품의생산·수입실적및원료목록보고에관한규정 」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의무등)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제조와관련된기록ㆍ시설ㆍ기구등관리방법, 원료ㆍ자재ㆍ완제

품등에대한시험ㆍ검사ㆍ검정실시방법및의무등에관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②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후안전관리기준, 품질검사방법및실시의무, 안전성ㆍ유효성

관련정보사항등의보고및안전대책마련의무등에관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③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시설ㆍ기구의관리방법, 혼합ㆍ소분안전관리기준의 준수의무, 혼합ㆍ

소분되는내용물및원료에대한설명의무등에관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④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

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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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제조판매업자)

보고사항 : 화장품의제조과정에사용된원료목록

보고기한 : 화장품유통 ∙ 판매전

보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출기관) 국내제조화장품원료목록 : (사)대한화장품협회

- (제출기관) 수입화장품원료목록 : (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과태료 : 화장품법제5조제4항을위반하여화장품의생산실적또는수입
실적또는화장품원료의목록등을보고하지아니한자 - 50만원



대한화장품협회홈페이지생산실

적및원료목록보고사이트접속

하여보고

▪ 책임판매업자가보고

- 직접제조한화장품을유통∙

판매하려는자

- 위탁하여제조한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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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는업체에서보고

한자료를취합하여식품의약품안

전처로보고

국내제조화장품 (내수및수출제품)



7

수입화장품

의약품수출입협회

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원료목록보고사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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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협회 홈페이지(http://www.kcia.or.kr) → 생산실적및 원료목록보고

http://www.kcia.or.kr/


11※협회 생산실적및 원료목록 보고홈페이지(https://kcia.or.kr/repor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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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가입또는로그인

※실적보고 ID가 있는경우에는 로그인

※실적보고 ID가 없는경우에는 생산실적및 원료목록보고전용 ID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실적보고 사이트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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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가입또는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경우, 보고 담당자의이름과 이메일기입 시확인가능

※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기입하여 협회담당자(ancho12@kcia.or.kr)로 송부시 안내가능

대한화장품협회 실적보고 사이트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01 회원가입또는로그인

※신규 책임판매업등록 회사또는 미보고회사는 “이용 신청”하여 ID 생성

※책임판매업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은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확인 14

대한화장품협회 실적보고 사이트 >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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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실적보고 사이트 > 이용신청

책임판매업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년월일”란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십시오.

“책임판매업등록번호”는 등록필증의

“제 OO호”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여

아라비아 숫자만을 입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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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고유형선택

 보고한제품에 전 성분이나

제조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 변경보고

※ 제품명 변경 : 최초 보고

 변경사항이있는제품도 유통

판매 전에변경보고하여야함

 최초로 제조된 제품은 유통•판

매 전 최초보고

 원료목록및생산실적보고사이

트에화면에서직접입력하기또

는엑셀로업로드하기방식으로

보고

 보고한제품이 단종된 경

우 단종보고

 잘 못 보고했거나 유통 계

획이 없는 경우 보고취하

 제품단종또는보고취하

보고후 변경 불가



보고회사및
담당자 정보
작성

원료목록작성
(엑셀 업로드
또는 수기 등록)

원료검사
(표준명, 배합금지
여부 확인)

제출
예

아니오

수정

03 최초보고 (원료목록작성)

17



18

원료목록보고 > 최초보고

03 최초보고 (메인화면에서최초보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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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목록보고 > 최초보고 > 회사 및담당자 정보 작성

03 최초보고 (회사및담당자정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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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초보고 (원료목록작성_화면에서직접입력하기)

원료목록보고 > 원료목록보고하기 >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03 최초보고 (원료목록작성_엑셀파일로업로드하기)

21

원료목록보고 > 원료목록보고하기 > 엑셀파일로 업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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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초보고 (제출팝업창)

원료목록보고 > 원료목록보고하기 > 제출

 수정사항이 필요 없는 경우  단서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성분이 있을 경우

 순수 배합금지 성분이 있을 경우  표준명 미등록 성분이 있을 경우

참고)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화장품법」 제8조의규정에따라화장품

에사용할수없는원료와사용상의제한

이필요한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

모제, 기타)와사용기준을지정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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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초보고 (제출)

원료목록보고 > 원료목록보고하기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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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료목록결과조회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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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료목록결과조회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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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고유형선택

 보고한제품에 전 성분이나

제조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 변경보고

※ 제품명 변경 : 최초 보고

 변경사항이있는제품도 유통

판매 전에변경보고하여야함

 최초로 제조된 제품은 유통•판

매 전 최초보고

 원료목록및생산실적보고사이

트에화면에서직접입력하기또

는엑셀로업로드하기방식으로

보고

 보고한제품이 단종된 경

우 단종보고

 잘 못 보고했거나 유통 계

획이 없는 경우 보고취하

 제품단종또는보고취하

보고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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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메인화면에서변경보고클릭

원료목록보고 > 변경보고



02 변경보고_1) 변경사항이있는제품명클릭

28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 제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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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2) 변경보고클릭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 제품 클릭 >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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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3) 회사및담당자정보작성

원료목록보고 > 변경보고 > 회사 및담당자 정보 작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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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4) 수정 (등록이력불러오기)

원료목록보고 > 변경보고 > 화면에서 직접 변경보고하기

① 화면에서 직접 변경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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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4) 수정 (등록이력불러오기)

① 화면에서 직접 변경보고하기

원료목록보고 > 변경보고 > 화면에서 직접 변경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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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4) 수정 (전체엑셀로변경보고하기)

② 전체 엑셀로 변경보고하기

원료목록보고 > 변경보고 > 전체 엑셀로 변경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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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변경보고_5) 제출

원료목록보고 > 변경보고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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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고유형선택

 보고한제품에 전 성분이나

제조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 변경보고

※ 제품명 변경 : 최초 보고

 변경사항이있는제품도 유통

판매 전에변경보고하여야함

 최초로 제조된 제품은 유통•판

매 전 최초보고

 원료목록및생산실적보고사이

트에화면에서직접입력하기또

는엑셀로업로드하기방식으로

보고

 보고한제품이 단종된 경

우 단종보고

 잘 못 보고했거나 유통 계

획이 없는 경우 보고취하

 제품단종또는보고취하

보고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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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단종/보고취하_메인화면에서제품단종클릭

원료목록보고 > 제품단종



02 제품단종/보고취하_1) 단종또는보고취하할제품명클릭

37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 제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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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단종/보고취하_2) 단종또는보고취하클릭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 제품 클릭 > 제품단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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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품단종_ 3) 결과조회

원료목록보고 > 결과조회



별
지

제
5
호

서
식

책임판매업자상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담당자 정보
원료목록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및 팩스번호
기재

화장품 원료목록 [별지 제6호 서식]

대표자

별
지

제
6
호

서
식

일련번호

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원료성분명 원료의 성분명 모두 기재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제품명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유형표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자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용도 수출용의 경우 EXP로 기재
40



일련
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기능성화

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코드
제조업자 상호 원료 성분명

용도

(수출전용

여부)

맞춤형 내용물

(혼합용‘C1',

소분용'C2')

1 행복바디로션 카8 F1 2019000001 바다사랑화장품 정제수 E

2 행복바디로션 카8 F1 2019000001 바다사랑화장품 감초추출물 E

3 행복바디로션 카8 F1 2019000001 바다사랑화장품 칡뿌리추출물 E

4 행복바디클렌저 다2 사랑화장품 정제수 C1

5 행복바디클렌저 다2 사랑화장품 글리세린 C1

6 행복바디클렌저 다2 사랑화장품
1,2-헥산다
이올

C1

7 행복바디클렌저 다2 사랑화장품 감국꽃추출물 C1

41

제품표준서의제품명기재

국내판매제품 : 국문으로기재

※ 원료목록 보고양식

화장품제품의제조업자기재 (원료

의제조업자아님)

전성분표기와같이한글

로표준화된성분명을한

셀에한성분을기재

위에서순서대로중복되는

숫자없이, 순차적으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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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가.

영ㆍ유아용

제품류

(만3세이하의어린이용을말

한다.이하같다)

1) 영ㆍ유아용 샴푸, 린스 가1 베이비 샴푸, 베이비 린스

2) 영ㆍ유아용 로션, 크림 가2 베이비 로션, 베이비 크림

3) 영ㆍ유아용 오일 가3 베이비오일, 베이비 마사지 오일

4) 영ㆍ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가4 베이비바스, 베이비 바디바스, 베이비 클렌저, 베이비 클렌징바스

5) 영ㆍ유아용 목욕용 제품 가5 베이비탑투토워시, 베이비 버블 바스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1 목욕용 오일, 캡슐, 바스볼, 샤워오일

2) 목욕용 소금류 나2 바스솔트, 목욕소금, 마사지 솔트

3) 버블 배스 나3 바블바스, 클렌징바스, 크림바스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나4

다.

인체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 다1 폼 클렌저, 폼 클렌징, 클렌징 폼, 훼이셜 워시

2) 바디 클렌저 다2
바디클렌저, 바디워시클렌저, 크림샤워, 바디샤워, 바디워시, 워시바디, 바디클린싱,

바디샴푸, 샤워젤

3) 액체비누 및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

용 비누)
다3

액상항균비누, 리퀴드솝,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핸드워시, 핸드 클렌징 워시, 물비

누, 액상비누, 고형비누

4) 외음부 세정제 다4 외음부 세정제, 여성청결제

5) 물휴지 다5 물휴지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6 바디스크럽, 필링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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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라.

눈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 펜슬 라1
아이브라우, 아이브라우펜슬, 오토브라우펜슬, 오토아이펜슬, 오토아이부라우,

아이펜슬

2) 아이 라이너 라2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펜슬, 아이라인펜슬

3) 아이 섀도 라3
아이섀도, 메이크업섀도우, 칼라아이즈, 콜렉션아이즈, 그라데이션아이즈,

컬러섀도우

4) 마스카라 라4 컬링마스카라, 코팅마스카라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라5 아이리무버,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리무버포아이

6)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라6 마스카라 에센스, 마스카라 픽서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마1 향수, 오데퍼퓸

2) 분말향 마2 더스팅파우더

3) 향낭 마3 샤쉐(sachet), 퍼퓸 젤

4) 코롱 마4 샤워코롱, 오데토일렛, 오데뚜왈렛, 오데코롱, 바디코롱, 코오롱, 오드보떼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마5 퍼퓸드 스틱, 퍼퓸 스틱, 퍼퓸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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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 바1 헤어코팅칼라, 칼라젤, 헤어칼라 크림, 헤어메니큐어

2) 헤어 칼라스프레이 바2 헤어칼라 스프레이

3)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바3

4) 염모제 바4 염모제

5) 탈염ㆍ탈색용 제품 바5 탈염ㆍ탈색제

사.

색조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사1 브러셔, 페이셜터치, 치크칼라, 피니쉬칼라

2)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익 사2 콤팩트, 팩트, 파우더, 파우더팩트, 투웨이케익, 트윈케익

3) 리퀴드, 크림, 케익 파운데이션 사3 파운데이션, 스킨커버, 커버마크

4) 메이크업 베이스 사4 메이크업베이스, 언더메이크업베이스, 컬러베이스, 젤베이스, 스킨컨트롤베이스

5) 메이크업 픽서티브 사5 메이크업 피니쉬, 매트 피니쉬 젤, 메이크업 픽스, 메이크업 픽서

6) 립스틱, 립라이너 사6 립스틱, 루즈, 립라이너, 립틴트

7) 립글로스, 립밤 사7 립크림, 립글로스, 립밤

8)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사8 바디페인팅, 분장용, 위장크림

9) 그 밖의 메이크업 제품류 사9 BB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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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아1
헤어컨디셔너, 헤어팩, 헤어트리트먼트, 헤어트리터먼트로션, 컨디셔닝 트리트먼트,

헤어트리트먼트크림, 헤어트리트먼트팩, 헤어컨디셔닝에멀젼, 헤어에센스

2) 헤어 토닉 아2 헤어토닉, 헤어토너, 두발영양토너

3) 헤어 그루밍에이드 아3 헤어글레이즈, 코팅글레이즈, 헤어스타일링젤, 헤어리퀴드, 헤어스타일링 미스트

4) 헤어 크림, 로션 아4 헤어크림, 헤어로션

5) 헤어 오일 아5 헤어오일

6) 포마드 아6 포마드

7) 헤어 스프레이․무스․ 왁스․젤 아7 헤어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8) 샴푸, 린스 아8 샴푸, 트리트먼트샴푸, 샴푸린스, 헤어린스, 트리트먼트(린스용), 린스

9) 퍼머넌트 웨이브 아9 파마로션, 펌, 헤어컬, 웨이브로션

10) 헤어 스트레이트너 아10 헤어스트레이트 크림, 헤어스트레이트너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아11

12) 흑채 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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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자.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자1 베이스코트

2)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자2 네일칼라, 매니큐어, 네일에나멜, 네일폴리시, 네일뷰티

3) 탑코트 자3 탑코트

4) 네일 크림․로션․엔센스 자4 네일크림, 네일로션, 네일글로스, 에센스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자5

네일리무버, 매니큐어제거액, 락카리무버, 네일에나멜리무버, 네일폴리시리

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자6 손톱강화제

차.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 차1
애프터셰이브스킨, 애프터셰이브로션, 애프터셰이브밀크, 남성용스킨, 로션,

스킨컨디셔너

2) 남성용 탤컴 차2 탤컴파우더

3) 프리셰이브 로션 차3 프리셰이브 로션

4) 세이빙 크림 차4 쉐이빙크림, 쉐이빙로션

5) 세이빙 폼 차5 셰이빙폼, 셰이빙무스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차6 남성용에센스, 남성용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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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유형 세부유형 유형 표시 상품명 ‘예’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화장수 카1 스킨, 스킨토너, 유연수, 스킨, 아스트린젠트, 에몰리엔트

2) 마사지 크림 카2 마사지크림, 마사지젤

3) 에센스, 오일 카3 마사지오일, 에센스오일, 스킨오일, 나이트캡슐, 바디오일, 세럼

4) 파우더 카4 파우더

5) 바디 제품 카5 바디크림, 바디로션, 바디에센스

6) 팩, 마스크 카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카7 아이크림, 아이에센스, 아이세럼

8) 로션, 크림 카8 에멀젼, 크림, 로션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카9 풋 크림, 풋 스크럽, 풋 미스트, 핸드크림

10) 클렌징워터․클렌징오일․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카10 클렌징워터, 클렌징오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카11

타.
체취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타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타2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파1 제모제

2)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파2

3) 제모왁스 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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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한 제품만 해당)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을 구분 기재 (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란에 각 해당 표시기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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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표시기호(약칭) 내용

F1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

F2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주름개선)

F3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자외선차단)

F4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주름개선)

F5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자외선차단)

F6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주름개선+자외선차단)

F7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F8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염모, 탈염탈색)

F9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체모 제모)

F10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탈모증상 완화)

F11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

F12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완화 )

F13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F14 기능성 화장품으로보고 또는 심사받은 제품 (새로 추가된 기능성 기타 복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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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품목 코드(기능성화장품만 해당)

1

2

※ 원료목록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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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기능성화장품 보고 진행중인 제품인 경우 ,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index) > 마이페이지 > 나의 보고내역> 보고서 버튼 클릭하

면 원료목록보고 일련번호(하단의 (구) 옆에 기재된 "숫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료목록 보고항목

■ 기능성화장품 품목 코드(기능성화장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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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 >

일련
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기능성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코드
제조업자 상호 원료 성분명

용도

(수출전용 : E)

맞춤형 내용물

(혼합용‘C1',

소분용'C2')

1
아기사랑베이비비
누

다3 F1 2019000001 바다사랑화장품 정제수

2
아기사랑베이비비
누

다3 F1 2019000001 바다사랑화장품 감초뿌리추출물

3
아기사랑베이비비
누

다3 F1 2019000001 바다사랑화장품 칡뿌리추출물

4
아기사랑베이비비
누

다3 F1 2019000001 베이비화장품 정제수

5
아기사랑베이비비
누

다3 F1 2019000001 베이비화장품 감초뿌리추출물

※ 원료목록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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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시기호(약칭) 내용

수출전용 E 수출할목적으로만생산된제품

※ “용도”란에 “E”로 기재

표준화명칭확인사이트)  

화장품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

※ 원료목록 보고항목



■ 혼합물은 개별 성분으로 기재할 것
- 개별원료로분리하여각셀당한개원료기재 (반드시표준화된명칭으로기재해야함)

잘못된 예 올바른 예 비고

정제수&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라피

노오스&산자나무추출물

정제수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라피노오스

산자나무추출물

정제수*안개초뿌리추출물
정제수

안개초뿌리추출물

정제수/글리세린/포도씨추출물

정제수
“/”는 단일원료의 경우

에만 사용
글리세린

포도씨추출물

※ 기호 “/”의 사용 : 단일성분으로 간주하는 복수원료의 성분명칭을 [ / ](slash, 사선)로

이어서 표시 (예 : 아크릴레이트/C1-2석시네이트/하이드록시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54

※ 원료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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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항목

일련
번호

제품명
유형 표

시

기능성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코드
제조업자 상호 원료 성분명

용도

(수출전용 : E)

맞춤형 내용물

(혼합용‘C1',

소분용'C2')

1 장협벚꽃향수 마1 바다사랑화장품 향료 C1

2 장협벚꽃향수 마1 바다사랑화장품 신남알 C1

3 장협벚꽃향수 마1 바다사랑화장품 시트랄 C1

4 장협벚꽃향수 마1 바다사랑화장품 향료 C2

5 장협벚꽃향수 마1 바다사랑화장품 신남알 C2

6 장협벚꽃향수 마1 바다사랑화장품 시트랄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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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보고 원료목록보고

보고 의무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보고 기간
다음해 1월 1일~2월 말

(매년 1회)
제품 유통 ∙ 판매 전

(최초 1번,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보고)

보고 사항
전년도(1월1일~12월31일)의

화장품의 생산실적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기관 : 국내 제조 화장품 – 대한화장품협회, 
수입 화장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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