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특허 성분을 함유한 친환경 살균 탈취제
활성 과산화초산을 주원료로, 살균, 탈취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연 피톤치드 오일 함유

(답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
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
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
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균소독제의 중국 수입 규제
중국에서 소독 제품에는 소독제, 소독 기계 및 위생용품, 1회용 의료용품이 포함되며, 그 중 소독제에는
물체 표면 소독제, 피부 소독제, 공기 소독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과산화초산을 함유한 살균탈취제는 ‘소독제’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독제품은 “전국 소독제품 온라인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全国消毒产品网上备案信
息服务平台, https://credit.jdzx.net.cn/xdcp/loginPage.do)"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중국 "WS 628-2018 소독제품 위생안전 평가 기술 기준사항(消毒产品卫生安全评价技术要求)”에
의하여 관련제품의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제3자인 검사기구를 통해 소독제품 측정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위생부에서 위생허가증(卫生许可证=생산허가증(生产许可证))을 취득하고 등록을 통해
위소증자(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위소진자)를 받아야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한데, 위소증자(卫消证字)는 소독제
품,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허가증서 번호(生产企业卫生许可证号)를 뜻하며, 해당 기업에서
생산한 소독제품에 대해서 발급한 위생부의 소독제품 수입 번호를 위소진자(卫消进字)라고 합니다. (진(进)
은 중국어로 [수입]이라는 의미)
각 증서에는 발행번호가 부여되어 위소증자에는 [각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의 약칭+卫消证
字+(발급 연도)+第xxxx号]로 표시되며, 제품위생허가비준번호(产品卫生许可批件号)는 [卫消字 (발급연도)
第xxxx号로, 수입품의 경우에는 [卫消进字 (발급연도) 第xxxx号]로 표시합니다. 또한 위탁 가공한 경우에
는, 위탁을 받은 생산 기업의 위생허가증 번호(生产企业卫生许可证号)와 위탁을 한 업체 제품의 제품위생
허가비준번호(产品卫生许可批件号)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기간
위생허가증은 각 행정구역의 위생부문에 신청하며, 자료의 불완전한 제출 또는 심사위원회에 의한 부가적
자료 요청, 검측 불합격 등이 없을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신청부터 등록번호 부여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

처리기관

최대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접수

위생부 위생감독센터(卫生部卫生监督中心) 위생허가접수처

5일

위생부 위생감독센터 위생허가 심사평가처

70일

심사평가
비준

위생부

20일

# 접수처: 각 성(省) 위생감독부문(卫生监督部门)
# 관할 기관: 중국 위생부 http://www.nhc.gov.cn/wjw/index.shtml
# 예시

# 관련 규격
- 위생부 홈페이지 > 위생기준(卫生标准) > 소독(消毒) >
http://www.nhc.gov.cn/wjw/s9488/wsbz.shtml (중국어)에서 확인
문의하신 제품은 과산화초산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과산화초산만을 사용한 소독제에 관한 규정은 찾
을 수 없었지만, 아래의 규정은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소독제의 위생기준으로 제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됩니다.
- GB 26371-2010 过氧化物类消毒剂卫生标准

(과산화물류 소독제 위생기준)

http://www.nhc.gov.cn/wjw/s9488/201107/52440/files/a94d133fad75460f8678744891edd963.pdf
이 외에도, 소독제와 관련하여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GB 규격을 기재해드립니다. 제품 사양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중국 국가 규격과 문의하신 제품의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격
이 아닌 다른 관련 산업 규격 등을 참고하시거나 업체 자체 규격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적용되는 정확한
규격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GB 27953-2011 疫源地消毒剂卫生要求 (전염병의 소독제 위생 요구)
- GB 27952-2011 普通物体表面消毒剂的卫生要求 (일반적인 물체 표면 소독제의 위생 요구)
- GB 27951-2011 皮肤消毒剂卫生要求 (피부소독제 위생요구)

중국 국가 규격인 GB의 경우, 강제 규격인 GB는 중국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비
(非)로그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권장성 규격인 GB/T는 구입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http://std.samr.gov.cn/gb/gbQuery (중국어/영어)
- 중국어 문서 열람: www.gb688.cn/bzgk/gb/index 에서 표준번호 입력
- GB/T 규격: 일부는 위의 GB 규격 열람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외의 GB/T 규격은 한국표
준정보망 www.kssn.net 등을 통해 해당 규격 검색하여 구입 후 열람 가능 (구매시 결제는 한국 원
화로 지불 가능하며, 없는 표준은 구매 신청도 가능)

위에 관련 규격을 기재해 드렸지만 실제 제품의 사양 등에 따라 적용 규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격은 제품 사양과 용도 등을 근거로 중국 내 수입업체 또는 아래 신청대행기관(KTR) 등을 통해 확인하
셔야 합니다.

중국의 화학물질/화학제품 소비재 수입 규제
중국만의 제도로써 어떠한 제품을 중국 내에 유통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 강제 인증이
있다면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예: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CCC), 만약 해당되는 강제 인증이 없을 때에
는 중국 국가 규격 GB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GB를, 해당되는 GB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산업
표준, 산업 표준이 없을 때에는 자사(自社) 표준을 만들어서 해당 규격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해당 규격 번
호 또는 명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세제, 페인트, 연료 첨가제, 윤활유, 접착제,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 같은 화학제품 소
비재(Chemical product for consumer)는 화장품이나 살충제처럼 시판 전 등록이 필요하거나 국가 강제
제품 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국가기준(GB 규격)과 중국어 라벨링 요건을 충족시키셔
야 하고, 중국 MSDS에 따른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 화학물질(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포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REACH, GHS, 중문
라벨링, MSDS 등의 규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독제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MSDS, GHS 상표가 부착
되어야 하며 검사검역을 거친 후에 통관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모든 화학물질에 강제기준(GB)와 권고기준(GB/T)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591호령>을 시행함으로써
제조, 수입, 판매, 운반 등 위험화학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
품목록에 속하는 화학물질들은 중국GHS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 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591호령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1-03/11/content_3114.htm
- chemlinked > 중국GHS, 591호령-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https://jp.chemlinked.com/chempedia/junggug-ghs
https://jp.chemlinked.com/chempedia/591horyeong-wiheomhwahagpumanjeongwanrijorye

더불어,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GHS·과산화물과 관련된 규격을 기재해드리겠습니다.
- GB 12268-2012 危险货物品名表(위험물품목록) -> 유기과산화물을 등급5로 분류
- GB 13690-2009

化学品分类和危险性公示 通则 (화학품 분류 및 위해성 통칙)

- GB 30000.16-2013 化学品分类和标签规范 第16部分：有机过氧化物 (화학 물질의 분류 및 라벨 표시
규칙 - 16부: 유기 과산화물)
- GB 27833-2011 危险化学品有机过氧化物包装规范 (유기성 과산화물 유해화학물질 포장 안전코드)
1. 라벨링(표시사항)
소비재 화학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GHS정보와 비(非)GHS 정보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GHS=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ㆍ표시 국제조화 시스템)
# GHS 정보 (중국의 강제표준인 GB 13690-2009 화학품의 분류 및 위험성 공시 통칙(General rule for
classification and hazard communication of chemicals) 및 GB 15258-2009 화학품 라벨 제작 규
정(General rules for preparation of precautionary label for chemicals)에 따라 표기)
- 제품명
- 성분 정보(비밀 유지 요구 가능)
- 정확한 GHS 분류
- 표시 단어(signal word)
- 위험 표시 픽토그램
- 표준문구로 정해진 위험 표시 언급
-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 정보
-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비상시 전화번호
- 정확한 색상
- 정확한 크기(용량)
# 비(非)GHS 정보
- 회사 로고
- 제품명
- 부피 또는 순중량
- 제품 설명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원산지 국가
- 배치 코드
- 보관 조건
- 제조일자
- 보관 수명
- 특정 제품 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요소(예를 들면, 에어로졸 제품)

중국 국가 규격인 GB의 경우, 강제 규격인 GB는 중국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비로
그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권장성 규격인 GB/T는 구입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www.sac.gov.cn/was5/web/outlinetemplet/gjbzcx.jsp (중국어/영어 병기)에서 표준번
호(GB 2760-2014 중 2760)를 입력하신 후 하단의 提交(Submit) 버튼 클릭
- 중국어 문서 열람: www.gb688.cn/bzgk/gb/index 에서 표준번호 입력
- GB/T 규격: 일부는 위의 GB 규격 열람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외의 GB/T 규격은 한국표
준정보망 www.kssn.net 등을 통해 해당 규격 검색하여 구입 후 열람 가능 (구매시 결제는 한국 원
화로 지불 가능하며, 없는 표준은 구매 신청도 가능)

# 중문 라벨 신청시 주의 사항
- 반드시 중국 내로 수입되기 전에 중문 라벨 신청
- 일반적으로 수입 대행사를 통해 처리
# 중문 라벨 신청시 필요 서류
- 중문 판매 라벨 양식
- 원래의 라벨 샘플 및 중문 문건
- 원산지 증명서 또는 자유 판매 증명서
-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외에서 제공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및 품질검사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서와 재료 등
2. 중국 MSDS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 즉 물질안건보건자료를 의미하며,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로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유해한 물리 화학적 특
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제품의 중국 수출 시에는 MSDS가 요구되며, 국가마다 MSDS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국
MSDS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수입업체 또는 해당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
니다.
국내에서 중국 MSDS 작성이 가능한 기관 중에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기관은 중국 내 4개 도시(상해, 청도, 심천, 중경)에
법인을 운영하며, 중국 내 시험소와 연계하여 GB 시험을 비롯해 각종 중국 규격에 따른 시험 업무, 중문
라벨 작성, 화학물질 등록(신규 물질 사용시 China REACH 등록 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문 MSDS 작성 뿐만 아니라 중문 라벨 작성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으로 제품 수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국으로의 제품 수출을 위해 중국 국가 규격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한다면 해당 중국 규격에 따른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며, GB 규격은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국내에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중국 규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담당자를 추천해드립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글로벌총괄팀 장용수 연구원
E-MAIL: ysjang1018@ktr.or.kr / TEL: 02-2164-1474

# 신청대행기관
중국 내에서 위소증자 신청을 할 수 있는 현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상해 법인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 및 시료를 보내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1577-0091 /
상해법인 ++86-21-5642-0122 / 인터넷전화 070-7077-8911/8917 (한국어 응대 가능)
화학: 이준호 주임 ++86-21-5642-0122 (ext.805) / 인터넷전화 070-7077-8911 / junho78@ktr.or.kr

참고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위의 내용이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상세한 최신 현지 규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의
수입업체나 중국 내 KOTRA 등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 KOTRA 중국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chinese/KTMIUI010M.html
☞ 광저우 무역관/난징 무역관/다롄 무역관/베이징 무역관/상하이 무역관/샤먼 무역관/선양 무역관/선
전 무역관/시안 무역관/우한 무역관/정저우 무역관/창사 무역관/청두 무역관/충칭 무역관/칭다오 무역
관/톈진 무역관/항저우 무역관
-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main.do
북경 지부 http://bj.kita.net/ TEL: ++86 (10) 6505-2671~3 / beijingk@kita.net
상해 지부 http://sh.kita.net/ TEL: ++86 (21) 6236-8286~7 / kitash01@kita.net
성도 지부 http://cd.kita.net/ TEL: ++86 (28) 8692-8027 / chengdu01@kita.net
※ 자료 출처:
-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http://std.samr.gov.cn/gb/gbQuery (중국어)
- 중국 위생부 http://www.nhc.gov.cn/wjw/index.shtml (중국어)
- 수입위생용품 통관체계 개선방안연구_보건복지부, 관세무역개발원 (2017.05.04)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51000-201700084&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8%98%EC%9E%85%EC%9C%84%EC%83%9D%EC%9A%A9%ED%92%88&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 KOTRA 해외시장뉴스 > 중국 살균 및 소독제 시장동향(2015.11.0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46307
- KOTRA 해외시장뉴스 > 중국 손 소독제 시장동향 (2020.03.2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80798
- CIRS http://www.cirs-group.com/pesticide/news/disinfection-product/10626.html (중국어)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
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