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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 인증서류 미비

사례 1
제품명

The saem waterproof eye liner 

得鲜唇蜜/唇膏 외 6개 제품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S사

수입회사 黄山思图纺织有限公司

검역소 안휘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인증 서류 제출 미비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

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

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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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가글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P사

수입회사 威海荣裕国际货运代理有限公司

검역소 상해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인증 서류 제출 미비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

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증

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통관 시 반드시 위생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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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품질보증 기간 만료

사례 1 제품명
GUERLAIN Eyeshadow
娇兰眼影

원산지 프랑스

제조업체 GUERLAIN

수입회사 中免集团三亚市内免税店

검역소 하이난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제품 품질 보증기간 만료

관련 법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위생부령 제3호) 

제3장 화장품 경영의 위생감독

제13조 화장품을 경영하는 기관 및 개인은 아래의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5) 사용기한을 초과한 화장품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

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수출 전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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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사례 1 제품명
Chiara Ambra Hand Balm

安珀莱滋养手霜

원산지 독일

제조업체 安珀莱健康美肌&时尚股份有限公司

수입회사 乔山健康科技（上海）有限公司

검역소 상해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인증서가 상품과 일치하지 않음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

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위생허가나 등록을 실시한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 부문에서 허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또는 등록

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제품 수출 전에 검역신고 시 제출 할 위생허가증이 수출하는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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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사례 1 제품명 白雪牛奶洗发乳

원산지 대만

제조업체 白雪企业股份有限公司

수입회사 厦门市高翊贸易有限公司

검역소 하문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세균총수 허용기준치 초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 부위 사용 화장품, 입술 부위 사용 
화장품 및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 
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 출 되 어 서 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 출 되 어 서 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 출 되 어 서 는 

안됨

대응 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지표 제한치를 준

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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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에센셜 브라이트 쿠션 21호 외 2개

依普斯润光凝彩遮瑕气垫底霜21号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IPSE COSMETIC CO.,LTD

수입회사 北京泽宜通泰国际贸易有限公司（汉京凯美）

검역소 북경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균락총수 제한치 초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3 미생물학지표요구

표1 화장품 중 미생물 지표 제한치

미생물 지표 제한치 비고

균락총수 (CFU/g 혹은 CFU/ml)
≤500

눈 부위 사용 화장품, 입술 부위 사용 
화장품 및 아동용 화장품

≤1000 기타 화장품

곰팡이균 및 효모균 총수(CFU/g 혹은 
CFU/ml)

≤100

내열성대장균군/g (혹은 ml)
검 출 되 어 서 는 

안됨

황색포도구균/g (혹은 ml)
검 출 되 어 서 는 

안됨

녹농균/g (혹은 ml)
검 출 되 어 서 는 

안됨

대응 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미생물지표 제한치를 준

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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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 오염

사례 1 제품명 埃菲卡乳木果油牛奶皂(迷你型)

원산지 미국

제조업체 California Inside Out dba Out of Africa

수입회사 上海朗涛贸易有限公司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상품오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수입화장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현장검사, 샘플 추출 및 샘

플 보관, 실험실 검사, 증거 제시 등을 포함한다.  

제11조 현장검사 내용은 수송증명서 일치상황, 제품 포장, 라벨 지면 양식, 제품감관성상, 운송 도구, 컨테이너 또는 

보존 장소의 위생 상황을 포함한다.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련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서는 당사자

가 소각을 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는 반송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서 기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 검사검역 합격을 거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상품 운송 시 운송 도구, 컨테이너, 보존 장소 등 주변 환경의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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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벨 불합격

사례 1
제품명

Klar's Clove Soap, Klar's Orangenseife, Klar's Damenseife, 
Klar's Kinderseife, Klar's Lavendelseife, Klar's Hair and Body 
Soap Bergamot, Klar's Riesling Soap 등 (총 70개 제품)

원산지 독일
제조업체 Klar Seifen GmbH
수입회사 上海雅润工贸有限公司
검역소 상하이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라벨 불합격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령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포장 화장품 완제품을 판매할 때 앞의 네 가지 사항 이외에 중문라벨 견본인쇄물과 외국어라벨 및 번역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화장품 완제품의 라벨표시는 아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

다. 검사검역기관은 화장품 라벨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품질 관련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소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

1. 범위

GB 5296의 본 표준은 화장품 판매포장의 통용 표시 형식, 기본 원칙, 표시 내용과 요구에 대해 규정한다. 본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4. 표시의 형식

  화장품 포장의 모양과 (또는) 부피에 따라, 아래 표시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a) 화장품의 판매 포장상에 인쇄 또는 붙이는 것

    b) 판매포장 외부면과 연결되어 있는 소책자 또는 종이테이프 또는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것

    c) 판매포장에 내의 설명서에 인쇄되어 있는 것

6. 필수 표시 내용

 6.1 화장품의 명칭

 6.2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6.3 정함량(淨含量) 

 6.4 화장품 성분표

 6.5 품질보증기한

 6.6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위생허가증 번호와 제품비준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7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 등록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8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 비준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9 모든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 요구와 화장품 특성에 따른 필요가 있을 시, 화장품 판매포장의 가시면에 안전경고

용어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경고용어는 “주의(注意):” 또는 “경고(警告):” 등의 지시문구로 작성한다.

※ 각 필수 표시 내용의 자세한 표기법은 해당 법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중국 수출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소

비품 사용설명 화장품 통용표시》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3월



- 11 -

7.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사례 1 제품명
O- Hairdye Black 乌帝科帝染发剂黑色

O- Hairdye Natural Dark Brown 乌帝科帝染发剂自然深棕色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K사

수입회사 北京必捷阳光国际贸易有限公司

검역소 광동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메탄올 허용기준치 초과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143호)

제2장 수입화장품 검사검역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항목과 검사 요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샘플을 관련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검사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보고를 

발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제1장 개요

3. 화장품안전통용요구

3.4 유해물질 제한치 요구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치

유해물질 제한치（mg/kg） 비고

수은 1 유기수은방부제를 함유한 눈  부위 화장품은 제외

납 10 　

비소 2 　

메탄올 2000 　

카드뮴 5 　

디옥산 30 　

석면 검출 금지* 　

대응 방안

중국의 각 검사검역기관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제한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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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합금지 물질 검출

사례 1 제품명
오렌지향 치약

花王CLEAR CLEAN牙膏 橘子香

원산지 일본

제조업체 花王有限公司

수입회사 中山市晋隆贸易有限公司

검역소 주해

조치상황 소각

통관거부 
사유 배합금지 물질 벤제토늄클로라이드 검출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

표1 치약 중 사용 금지 물질

명칭 영문 명칭
벤제토늄클로라이드 benzethonium chloride

대응 방안
치약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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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소 함량의 국가 표준 요구 불일치

사례 1
제품명

Day and Night Herbal Whitening Toothpaste

德恩奈美白草本牙膏

원산지 독일

제조업체 DENTAL-KOSMETIK MANAGEMENT GMBH

수입회사 厦门科名星商贸有限公司

검역소 하문

조치상황 반송

통관거부 
사유 불소 함량 국가 표준 요구와 불일치

관련 법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 (GB 8372-2008)》

4. 요구

4.3 감관,이화 지표

구분 내용
불소 총 함량/% (최소 허용치는 오직 불소 함

유 충치 방지 치약에만 적용됨)

0.05～0.15    （일반 치약의 경우） 

0.05～0.11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대응 방안
치약 제품 중 불소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치약용 원료 규범 (GB 22115-2008)》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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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1.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사례 1. 시행일 2014년 12월 2일

기업명 MONTAGNE JEUNESSE INTERNATIONAL LTD

제품명
Chocolate Mud Pack

巧克力泥面膜

리콜 사유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로 리콜

-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경보 발행

관련 법규

대만 식약청은 중금속 불순물의 검출허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식약청 제 0940306865호 공지에 따라 화장품에 납, 비소 및 관련 화합물 성분류의 

사용을 금지함

화장품 제조 과정 중 사용해야하는 원료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또는 기술상 해결할 

수 없어 자연적으로 유래하여 검출 될 수 있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의 경우 해당 

완성품에서는 납 잔류량 ≤ 10ppm, 비소 잔류량 ≤ 3ppm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응 방안

대만 식약청은 중금속 불순물의 검출허용한도를 규정에 의거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은 식약청 제 0940306865호 공지에서 규정한 미생물검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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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1. 이물질 검출

사례 1.
시행일 4월 13일

기업명 주식회사 엘 비 에이치

제품명

(1)KT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サクラ

(2)KT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ラベンダー
(3)KT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バラ

(4)MM 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SB

(5)MM 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ML

(6)KU 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PL

(7)KR なりきりフェイスパック・PL

리콜 사유

[이물질 검출]

- 본 제품은 로션을 함침시킨 부직포를 알루미늄 파우치에 봉입한 페이셜 마스크임. 

고객으로부터 개봉 후 마스크를 파우치에서 꺼냈을 때 육안으로 벌레의 혼입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외부 분석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초파리과 곤충의 혼입이 

인정됨. 또한 제조 공장에서 제조 공정을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해당 로트뿐만 

아니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제조 된 다른 동종 제품에 대해서도 벌레가 침투할 

가능성이 부정 할 수없는 것이 판명되었음. 제한적인 혼입이라고 생각되지만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어 과거에 같은 라인에서 생산 된 제품을 회수함

- 제품의 특성상 제품을 파우치에서 꺼낸 시점에서 이물질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제품의 사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또한 현재까지 건강 피해보고는 없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62조] 화장품의 취급은 약사법 51조부터 57조까지 준용한다.

제56조 6항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의약품의 판매, 제조 등을 금지한다.

대응 방안
상품 제조 및 운송 시 제조 및 운송 도구, 컨테이너, 보존 장소 등의 보관환경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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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변질

사례 1. 시행일 5월 1일

기업명 (주) 내츄럴 株式会社ナチュラル

제품명
크리스탈 미스트

クリスタルミスト

리콜 사유

해당 제품의 일부에서 향의 변화(원료 냄새)가 확인되고 검사 결과 배합 원료 중 

하나인 원료가 원인인 것이 판명되었음. 화장품에서 향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성분의 동일한 로트를 사용하고 있는 위 제품 5 로트를 회수함

 - 냄새 이외의 물성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또한, 현재까지 건강 피해보고는 없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77조] 4-1항(피해의 방지)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는 

제조 판매를 하는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의하여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되거나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 회수, 판매 중지,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약사법 제77조] 4-2항(부작용 등의 보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는 

제조 판매를 하는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해당 

품목의 부작용, 기타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해당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의 발생,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 노동 

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
상품 제조 및 운송 시 제조 및 운송 도구, 컨테이너, 보존 장소 등의 보관환경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제품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유통 중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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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판매 승인기준 부적합

사례 1.
시행일 5월 7일

기업명 토키와 한방 주식회사 株式会社コスメテックス

제품명

1) 마루 칸 세안 비누丸漢 洗顔石鹸
(2) 마루 칸 클렌징 젤 丸漢 クレンジングジェル

(3) 마루 칸 화장수 丸漢 化粧水

(4) 마루 칸 미용액 丸漢 美容液

리콜 사유

해당 상품(4 개)을 화장품 제조 판매 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 판매했기 때문에 회수

 - 해당 상품 (4 개)은 화장품에 배합 가능한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까지 건강 피해보고 없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14조]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승인

제 14조 의약품(후생 노동 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및 제 23조 2항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체외 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후

생노동 대신이 지정한 의약 부외품을 제외한다),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성

분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일반 의료기기 및 동항의 규정에 따라 지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의 제조 판매를 하려하고 하는 자는 품목별로 제

조 판매에 관하여 후생 노동 대신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다

4호 신청과 관련되는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 기기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선반의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방법이 후생 노동 성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
 수출 대상 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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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행일 5월 20일

기업명
주식회사 오리옥스·재팬 

株式会社オリオックス・ジャパン

제품명
르블랑 씨 그랑
ルブランシー・グラン

리콜 사유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제조업자가 제조의 일부 공정을 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제품 회수
- 충전 공정 이후의 제조 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권한을 가진 다른 제조자가 

진행하고 있어 로트별 품질 검사(생균수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또한 현재까지 
건강 피해보고 없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14조]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승인

제 14조 의약품(후생 노동 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및 제 23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체외 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 부외품(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한 의약 부외품을 제외한다),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의

료기기(일반 의료기기 및 동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의 제조 

판매를 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제조 판매에 관하여 후생 노동 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음

    4호 신청과 관련되는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 기기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때에는 그 물건의 선반의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방법이 

후생 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
 수출 대상 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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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기한 만료

사례 1. 시행일 2015년 1월 5일

기업명 제톳쿠 주식회사 (ゼトック株式会社)

제품명
오로라 코트 A 

- オーロラコートＡ

리콜 사유

사내 기준에 의한 유통기간이 만료된 제품 샘플을 유통시킨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립밤)을 리콜

- 배포된 제품 샘플 유통기한은 허용 범위 내에서 있지만 색조가 변화를 막기 위해 

리콜함. 해당 배포 제품을 사용하여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건강피해보고는 없었음

관련 법규

제61조 화장품은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음

   1항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 명칭

   3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항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그 성분의 명칭

   5항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사용기간

   6항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

   7항 전항의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

대응 방안 수출 전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넉넉히 남았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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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벨링 불합격

사례 1. 시행일 2015년 1월 26일

기업명 주식회사 이노 (株式会社　イノベート)

제품명
HE 지붕 위의 정원

- HE 屋根の上の庭

리콜 사유

향수 용기 또는 포장 상에 다른 제품의 판매 이름을 기재한 라벨링을 부착해서 

출하해버렸기 때문에 리콜

- 표시 내용상의 결함이며 제품 품질 상에 하자는 없음. 라벨 표기내용 불일치로 인해 

일부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관련 법규

[약사법 제61조] 화장품 취급 기재사항

제61조 화장품은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음

   1항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 명칭

   3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항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그 성분의 명칭

   5항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사용기간

   6항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

   7항 전항의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

대응 방안 반드시 [약사법 제61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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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행일 2014년 12월 15일

기업명 주식회사 Rafio(株式会社　Ｒａｆｉｏ)

제품명
랑콤 뷔죠네아 에멀젼 100ml

- ランコム　ヴィジョネア　エマルジョン　１００ｍｌ

리콜 사유

본 화장품 라벨링에서 성분 페녹시 에탄올(phenoxyethanol)과 

스테아글루타민산Na(ステアロイルグルタミン酸 Na)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리콜 조치하였음

- 페녹시 에탄올은 제한성분이나 배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며 

스테아글루타민산Na는 배합 가능한 성분으로 품질 상에 하자는 없었으며 

건강상에 문제도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규

제61조 화장품은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음

   1항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 명칭

   3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항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그 성분의 명칭

   5항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사용기간

   6항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

   7항 전항의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

대응 방안 반드시 [약사법 제61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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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시행일 2월 27일

기업명
SAMPAR (YBG International) 

株式会社ワイ・ビー・ジ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

제품명
Nocturnal Line-up Mask

サンパー　ラインアップ　マスク

리콜 사유

해당 제품의 전 성분 표기 및 내용량이 오기된 라벨링을 부착하여 제품을 회수함

- 제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16종의 성분은 화장품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건강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규

[약사법 제61조] 화장품 취급 기재사항

제61조 화장품은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제외된다.

   1항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 명칭

   3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항 후생노동성 대신(장관)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그 성분의 명칭

   5항 후생노동성 대신(장관)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사용기간

   6항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

   7항 전항의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

대응 방안 반드시 [약사법 제61조]에 명시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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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시행일 2월 14일

기업명 KTコントラクト株式会社

제품명
Uka Nail Oil - Be Happy!

ウカネイルオイル ビーハッピー!

리콜 사유

다른 제품의 전 성분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회수함

 - 배합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 사항은 보고되지 않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61조] 화장품 취급 기재사항

제61조 화장품은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제외된다.

   1항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 명칭

   3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항 후생노동성 대신(장관)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그 성분의 명칭

   5항 후생노동성 대신(장관)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사용기간

   6항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

   7항 전항의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

대응 방안 반드시 [약사법 제61조]에 명시된 필수기재사항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 24 -

사례 5. 시행일 3월 6일

기업명 ヘンケルジャパン株式会社 - 핸켈 재팬 주식회사

제품명
アン　セットローション　レギュラー
앤 세트 로션 레귤러

리콜 사유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합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회수함

 - 해당 제품은 화장품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건강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규

[약사법 제61조] 화장품 취급 기재사항

제61조 화장품은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제외된다.

   1항 제조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항 명칭

   3항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항 후생노동성 대신(장관)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그 성분의 명칭

   5항 후생노동성 대신(장관)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사용기간

   6항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

   7항 전항의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

대응 방안 반드시 [약사법 제61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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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사례 1. 시행일 2014년 12월 19일

기업명 주식회사 로렐(株式会社ローレル)

제품명
S 로렐 화장수 SKS -Ｓローレル化粧水SKS
S 로렐 미용액 GK2- Ｓローレル美容液GK２

리콜 사유

해당 제품의 일부에서 냄새의 변화가 확인되고 검사 결과 사내 기준을 초과한 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리콜
- 검출된 균에 대해 외부기관 확인 결과, 특정 미생물에 해당하지 않고,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규

[약사법 제62조] 화장품의 취급은 약사법 51조부터 57조까지 준용함
제56조 7항 병원성 미생물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 제조 등을 금지함

일본 화장품 공업회에 "눈 주변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세균 수 1,000cfu/g 이하, 
그리고 병원균을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자체 기준이 존재, 업체들은 제품에 미생물 
출하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음

대응 방안 《약사법 제62조》에서 규정한 미생물 한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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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행일 6월 22일

기업명
주식회사 닐스야드 레메디스  

株式会社　ニールズヤード　レメディーズ

제품명
NYR 선 로션

ＮＹＲ　サンローション

리콜 사유

해당 제품에서 사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 조치함
 - 사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 된 제품은 T18라인 생산 제품임. 그러나 원인을 

밝히지 못해 모든 제품을 회수함. 검출 된 균의 종류를 조사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심각한 건강 피해보고는 없으며, 냄새 등의 제품에 변화는 없고 다른 사내 기준은 
충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피해 발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련 법규

[약사법 제62조] 화장품의 취급은 약사법 51조부터 57조까지 준용한다.

제56조 7항 병원성 미생물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 제조 등을 금지한다.

일본 화장품 공업회에 "눈 주변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세균 수 1000cfu/g 이하, 
그리고 병원균을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자체 기준이 존재, 업체들은 제품에 미생물 
출하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대응 방안 《약사법 제62조》에서 규정한 미생물 한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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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분 허용기준 초과

사례 1. 시행일 2015년 1월 9일

기업명 주식회사 HOLOMUA (株式会社ＨＯＬＯＭＵＡ)

제품명
Hawaiian Body Products cream Body Lotion

-ハワイアンボディプロダクト　

クリームボディローション

리콜 사유

화장품 제한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페녹시 

에탄올(phenoxyethanol)과 소르빈산(sorbic acid)이 

검출되었음

- 페녹시 에탄올과 소르빈산은 배합제한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아 

건강상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관련 화장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보고는 

없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42조 2항 규정에 의거한 화장품기준

4.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및 타르색소의 배합한도

화장품에 배합되는 방부제(화장품의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장품에 배합되는 것을 말함) 

별표 제3의 기준을 따라야 함

페녹시 에탄올(フェノキシエタノール) 기준 배합한도 : 100g 당 최대 배합량 1.0g

소르빈산 및 그 염류(ソルビン酸及びその塩類 ) 기준 배합한도 : 100g당 총 0.5g

대응 방안 《약사법 42조 2항》에서 규정한 성분 한도치를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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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행일 5월 8일

기업명 유니버설 무역 유한 회사 ユニバーサル貿易有限会社

제품명 콜게이트 치약 コルゲート　トゥースペースト

리콜 사유

해당 상품에 화장품 기준으로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불화나트륨, 

모노플루오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상품 회수 조치함

 - 해당 상품의 불소 화합물 (성분명 : 불화나트륨, 모노플루오로인산나트륨)은 미용 

치약에는 함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의약품, 의약 부외품에 배합이 인정되고 

있음. 또한 제조업체인 태국에서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음. 따라서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까지 건강 피해보고 

없음

관련 법규

[약사법 제 62 조] 　
화장품은 제 51 조, 제 52 조 제 1 항 및 제 53 조부터 제 5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약사법 제56조] 판매·제조금지
제 56 조 4항 　제 14 조 제 1 항, 제 23의 2의 5조의 제 1 항 또는 제 23의 2의 
23조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 노동 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의약품이 
그 성분 또는 분량 (성분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 본질 또는 제조 방법) 또는 
성상, 품질 또는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

대응 방안
《약사법 제 62조》와 《약사법 제 56조》에서 규정한 성분 한도와 배함 금지 성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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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

1. 성분 허용기준 초과

사례 1. 제품명 18 컬러 아이섀도우

원산지 -

거부국가 루마니아

제조업체 PQND’S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제품 마케팅과 모든 부수 조치에 대한 금

지

통관거부 
사유

라벨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이소부틸파라벤과 이소프로필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음. 

이 성분들은 내분비 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함

관련 법규

EU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58/2014에 의거

- 화장품에 이솔프로필파라벤, 이솔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의 

사용은 금지됨

대응 방안 COSMETIC REGULATION (EU) No 358/2014에서 규정한 성분 한도치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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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KÉZKRÉM 핸드크림

원산지 헝가리

거부국가 루마니아

제조업체 Simply Care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제품 마케팅과 모든 부수 조치에 대한 금지

통관거부 
사유

라벨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이소부틸파라벤과 이소프로필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음. 

이 성분들은 내분비 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함

관련 법규

EU COMMISSION REGULATION (EU) N° 358/2014에 의거

- 화장품에 이솔프로필파라벤, 이솔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의 

사용은 금지됨

대응 방안
원료 배합에 있어서 COSMETIC REGULATION (EU) No 358/2014에서 규정한 성분 

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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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품명
Crème capilaire lissante - traitement à la 

nanokeratine - fort - étape 2

원산지 중국

거부국가 벨기에

제조업체 Capil'liss system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수입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가 4.7% 함유되어 있음. 포름알데히드는 눈과 피부, 

상기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사용시 암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함

관련 법규
EU REGULATION 내 EU Annex VI, Part 1에 의거

-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0.2% 이상 함유될 수 없음

대응 방안 원료 배합에 있어서 EU Annex VI, Part 1에서 규정한 성분 한도치를 준수하도록 할 것



- 32 -

사례 4.
제품명

블로우톡스 케라틴 트리트먼트

Blowtox Keratin Treatment

원산지 미국

거부국가 벨기에

제조업체 Hair Go Straight

조치상황 관계자 조치 : 수입자가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포름알데히드를 적정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음. (2.3% 검출) 

포름알데히드는 눈, 피부, 상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음

관련 법규

Regulation(EC) No 1223/2009에 의거

- 포름알데히드의 최고 농도는 구강위생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에서 0.2 %를 초과해서는 

안 됨

대응 방안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Regulation(EC) No 1223/2009에서 규정한 성분 제한치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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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사례 1. 제품명 탤컴 파우더

원산지 인도

거부국가 아일랜드

제조업체 Cotton Tree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에는 호기성 중온성 세균이 6,300 cfu/g 함유되어 있음. 이 균은 결막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회수함

관련 법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 의거

- 호기성 중온성 세균은 제품 0.1g 당 10³ cfu/g 또는 0.1ml 당 10³ cfu/ml를 초과해서는 

안 됨 

대응 방안
원료 배합에 있어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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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Rosenwasser Absolut naturrein

원산지 인도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Khadi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에는 호기성 중온성 세균이 1,300 cfu/g 함유되어 있음. 이 제품을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에 바를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 회수함

관련 법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 의거

- 호기성 중온성 세균은 제품 0.1g 당 10³ cfu/g 또는 0.1ml 당 10³ cfu/ml를 초과해서는 

안 됨 

대응 방안
원료 배합에 있어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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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품명

델캄 헬로 키티 샴푸 & 베스 젤

DELKAM Hello Kitty Shampoo & Bath gel

원산지 그리스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

조치상황 관계 당국 조치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호기성 중온성 세균이 43,000 cfu/g 검출됨. 이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어 회수됨

관련 법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 의거

- 호기성 중온성 세균은 제품 0.1g당 10³ cfu/g 또는 0.1ml 당 10³ cfu/ml를 초과해서

는 안 됨

대응방안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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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제품명

디아클린 바디워시

DiaClin BodyWash

원산지 네덜란드

거부국가 네덜란드

제조업체 N/A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호기성 중온성 미생물을 과다 함유하고 있음. (장내세균 13500 cfu/g 

검출) 장내세균은 피부를 자극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음

관련 법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 의거

- 호기성 중온성 세균은 제품 0.1g 당 10³ cfu/g 또는 0.1ml 당 10³ cfu/ml를 

초과해서는 안 됨

대응방안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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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제품명

아도니스 배쓰 앤 워시 젤

ADONIS Lucky Pig

원산지 체코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

조치상황 관계 당국 조치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호기성 중온 세균이 4.1 x 10 cfu/g 검출됨. 이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어 회수됨

관련 법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 의거

- 호기성 중온성 세균은 제품 0.1g당 10³ cfu/g 또는 0.1ml 당 10³ cfu/ml를 초과해서는 

안 됨

대응방안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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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제품명
바디 로션

CPK-BIO / Naturfyt- BIO CANNABIOS

원산지 체코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

조치상황 관계 당국 조치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호기성 중온 세균이 12,000 cfu/g 검출됨. 이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어 회수됨

관련 법규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 의거

- 호기성 중온성 세균은 제품 0.1g당 10³ cfu/g 또는 0.1ml 당 10³ cfu/ml를 초과해

서는 안 됨

대응방안
COSMETIC REGULATION (EC) N° 1223/2009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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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벨링 불합격

사례 1. 제품명
쿠바 골드 포 맨 오 드 뚜알렛

Cuba Gold for Man Eau de Toilette

원산지 벨기에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CUBA ORIGINAL by PARFUMS DES CHAMPS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리모넨, 리나놀, 신남알데히드, 유게놀, 알파-이소메칠이오논, 릴리알, 쿠마린, 

아밀신나믹알데히드, 리랄, 헥실신남알데히드 등 알러지 유발 성분을 0.001% 이상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알러지원 함유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줌

관련 법규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의거

- 농도가 0.1% 이상인 자극물질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함유하거나, Annex VI의 part 

3에 기재된 물질의 구체적인 수치 이상인 혼합물의 포장의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삽입해야 함. 'Contains (name of sensitising substance). May produce 

an allergic reaction’라는 표기를 넣어야 함. *참고 : 리모넨은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됨

대응 방안 제품 내 알러지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반드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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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우먼 인 그린 오 드 뚜알렛

Women in Green Eau de Toilette

원산지 아랍에미리트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Shirley May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리모넨, 리나놀, 신남알데히드, 유게놀, 알파-이소메칠이오논, 릴리알, 쿠마린, 

아밀신나믹알데히드, 리랄, 헥실신남알데히드 등 알러지 유발 성분을 0.001% 이상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알러지원 함유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줌

관련 법규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의거

- 농도가 0.1% 이상인 자극물질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함유하거나, Annex VI의 part 

3에 기재된 물질의 구체적인 수치 이상인 혼합물의 포장의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삽입해야 함. 'Contains (name of sensitising substance). May produce 

an allergic reaction’라는 표기를 넣어야 함. *참고 : 리모넨은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됨

대응방안 제품 내 알러지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반드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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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품명

미스 아메리카 오 드 뚜알렛

Miss America Eau de Toilette

원산지 중국

거부국가 체코

제조업체 알 수 없음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리모넨, 리나놀, 신남알데히드, 유게놀, 알파-이소메칠이오논, 릴리알, 쿠마린, 

아밀신나믹알데히드, 리랄, 헥실신남알데히드 등 알러지 유발 성분을 0.001% 이상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알러지원 함유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줌

관련 법규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의거

- 농도가 0.1% 이상인 자극물질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함유하거나, Annex VI의 part 

3에 기재된 물질의 구체적인 수치 이상인 혼합물의 포장의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삽입해야 함. 'Contains (name of sensitising substance). May produce 

an allergic reaction’라는 표기를 넣어야 함. *참고 : 리모넨은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됨

대응 방안 제품 내 알러지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반드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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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지 미생물 검출

사례 1. 제품명
스킨 크림 클렌저

LIZ EARLE Cleanse & Polish Hot Cloth Cleanser

원산지 영국

거부국가 영국

제조업체 -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엔테로박터균이 2 x 10 cfu/g 검출됨. 이 제품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음

관련 법규

유럽과학위원회(SCCP)의 미생물 가이드라인에 의거

- 엔테로박터균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 위험성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될 수 없음

대응방안  유럽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검출 금지 미생물 유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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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스킨 클렌징 크림

Botanics Gentle Cleansing Cream All Bright

 

원산지 영국

거부국가 영국

제조업체 -

조치상황 강제 처분 : 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회수

통관거부 

사유

이 제품은 엔테로박터균이 3,000 cfu/g 검출됨. 이 제품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음

관련 법규

유럽과학위원회(SCCP)의 미생물 가이드라인에 의거

- 엔테로박터균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 위험성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될 수 없음

대응방안  유럽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검출 금지 미생물 유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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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1. 라벨링 불합격

사례 1. 제품명 스킨케어 제품(Other Skin Care Preparation, N.E.C.)

제품번호 53LY99

원산지 일본

제조업체 MEDION RESEARCH LABORATORIES INC

거부일자 2016. 11. 01.

검역소 신시내티(CIN-DO)

통관거부 
사유 라벨링 불합격

관련 법규

CSTIC LBLG

602(a) and/or (b), and/or (c), 801(a)(3); MISBRANDING

본 제품은 602(a), (b) 또는 (c)섹션에 명시된 라벨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 함

FD&C Act Chapter VI: Cosmetics, Section 602(a),(b),(c); 부정표시 화장품 관련 규정에 의거 

- 라벨링이 허위거나 오기된 경우 부정표시 화장품이라고 간주함.

- 포장 양식에 라벨의 (1) 제조, 포장 및 판매업체의 이름 및 장소 (2) 중량, 치수 또는 갯수와 같은 

내용물의 양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없는 경우 부정표시 화장품이라고 간주함.

-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가 눈에 띄도록 라벨링에 표시해야하며, 용어는 일반인이 구매 및 

사용 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대응 방안
미국 수출 화장품은 반드시 《CSTIC LBLG》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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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립스틱 (Lipstick)

제품번호 53GD05

원산지 한국

제조업체 COSMELAB CO LTD

거부일자 2016. 11. 18.

검역소 시애틀(SEA-DO)

통관거부 
사유 라벨링 불합격

관련 법규

CSTIC LBLG

602(a) and/or (b), and/or (c), 801(a)(3); MISBRANDING

본 제품은 602(a), (b) 또는 (c)섹션에 명시된 라벨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 함

LABELING

Section 4(a); 801(a)(3) Misbranding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공정포장 및 라벨링 조항(FPLA : Fair Packing and Labeling 

Act) 규정에 맞지 아니 함

대응 방안
미국 수출 화장품은 반드시 《CSTIC LBLG》 및 《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공정포장 및 라벨링 조항》에서 명시한 필수 표시 내용 및 표기방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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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품명 화장수 (Toilet Waters)

제품번호 53DD01

원산지 스페인

제조업체 Bijoux Indiscrets

거부일자 2016. 11. 30.

검역소 볼티모어(BLT-DO)

통관거부 
사유 라벨링 불합격

관련 법규

COSMETLBLG

5(c)(3)(B); 801(a)(3) Misbranding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성분명을 기입함

대응 방안 수출 진행 전, 제품의 전성분표와 라벨을 비교하여 반드시 일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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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원료 사용 위반

사례 1. 제품명 샴푸(Shampoo)

제품번호 53ED06

원산지 태국

제조업체 Unilever Thai Holding Co Ltd  

거부일자 2016. 11. 02.

검역소 미니애폴리스(MIN-DO)

통관거부 
사유 표준 미준수(미등록 신규 원료 성분 사용)

관련 법규

UNAPPROVED

505(a), 801(a)(3); UNAPPROVED NEW DRUG

본 제품은 신약 승인을 받지 않은 신약임

FD&C Act Chapter V: Drugs and Devices, Section 505(a); 유효성 승인 신청의 필요성 관련 규정에 

의거

- 신청서 제출 내용에 관한 법률인 505(b)와 신약 약식 신청에 관한 법률인 505(j)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정 신약의 주간(州間) 통상은 금지됨

대응 방안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미국 식약처의 승인이 없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수출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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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품명 아이섀도(Eye shadow)

제품번호 53CC03

원산지 중국

제조업체 NICE HARVEST PLASTIC ENTERPRISE

거부일자 2016. 11. 14.

검역소 로스엔젤레스(LOS-DO)

통관거부 
사유 유해성분 함유(금지 색소 원료 사용)

관련 법규

COSM COLOR

601(e), 801(a)(3); ADULTERATION

본 제품은 21 CFR Part 73 Subpart C에 명시된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첨가물 이외의 것을 함유

하고 있음. 미국 식약처가 지정한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원료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da.gov/Cosmetics/Labeling/IngredientNames/ucm109084.htm)

대응 방안
색소첨가물이 함유된 화장품은 미국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 이외의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