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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식품 수입 프로세스
NO
직접 수입하시나요?

수입 에이전트 섭외

YES
수입식품이 상표 등록이나 제품 사전 심의가

필요 시 상표 등록
- 상표 로고는 중문 및 영문명

필요한 품목(건강식품, 신선식품, 유제품, 수
산물, 제비집제품) 인가요,?
NO

제품 사전 심의
YES

NO

수출입업체 비안(등록)

수
입
업
체

수입필요서류(중문)
- 계약서
-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영문위생증명서(필요시)
-기타(동식물검역증)
-영양원소검측보고
- 제조일자증명

YES

수입 전 사전준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前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건강식품CFDA인증발급
지방해관(前출입국검사검역국(CIQ)
담당품목:신선식품
업무:진경동식물허가증발급
중국 인증인가관리위원회(CNCA)
담당품목 : 유제품, 수산물, 제비집제품
해외 제조기업등록 관리

중문 라벨 제작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화물 도착
*품목 및 선적지 사정에 의해

제품서류(중문)
- 중문 라벨
- 외포장지전개도 번역본
-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제조공정도

절차별 소요일수 달라질 수
있음

수입신고

검역소 심사

YES
NO
NO

YES

지방 해관(前 출입국검사검역국(CIQ)

검사 불필요

샘플 테스트 및 결과 통보
현장검사, 세금징수, 수입신고,
심사, 라벨 비안
검
역
소
합격

세
관

관세 납부
반출 및 중국 내 유통

합격

불합격

CIQ발급

폐기 / 반송

중국 주(酒) 수입 프로세스

NO

제품 사전 심의
수출입업체 비안(등록)

※중국 내 주류 수입은 특별한
허가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통관 검역을 위한 서류만
제출하면 됨

※ 필요 시 상표 등록 - 로고는 중문 및 영문 명

중문 라벨 제작
주류라벨 필수 표기사항(중문)

수
입
업
체

수입필요서류(중문)
- 계약서
-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영문위생증명서(필요시)
-기타(동식물검역증)
-영양원소검측보고
- 제조일자증명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화물 도착

제품서류(중문)
- 중문 라벨
- 외포장지전개도 번역본
-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제조공정도

- 제품명칭
- 배합원료
- 제품유형
- 알코올도수
- 원산지국가
- 저장조건
- 생산업체
- 포장일자
- 품질보증기한
- 수입사 주소, 연락처
- 용량

수입신고

검역소 심사

YES
NO
NO

YES

지방 해관(前 출입국검사검역국(CIQ)

검사 불필요

샘플 테스트 및 결과 통보
현장검사, 세금징수, 수입신고,
심사, 라벨 비안
검
역
소
합격

합격

불합격

CIQ발급

폐기 / 반송

* 관세

관세 납부
세
관

- 맥주는 기본세율 0%, 증치세 17%
- 와인, 머루주는 세율 11.2%, 증치세 17%

반출 및 중국 내 유통

- 막걸리는 관세 40%에 증치세 17%
* 소비세는 품목별로 상이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참고
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중국 조미료/장류 수입 프로세스

조미료/장류는 별도의 사전 수입허가
필요없음

제품 사전 심의
YES

NO

수
입
업
체

수출입업체 비안(등록)

수입필요서류(중문)
- 계약서
- 상업송장
-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영문위생증명서(필요시)
-기타(동식물검역증)
-영양원소검측보고
- 제조일자증명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제품서류(중문)
- 중문 라벨
- 외포장지전개도 번역본
-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제조공정도

수입신고

중문 라벨 제작

화물 도착

검역소 심사

YES
NO

YES

NO

지방 해관(前 출입국검사검역국(CIQ)

검사 불필요

*고추가루, 장류
beta -fructosyltransferase 기준 :
GB1886.174-2016 기준을 따름
Sa l monella 기준 : n=5, c=0, m=0
Afl a toxin 기준 : 5.0μg/kg

검
역
소
합격

세
관

관세 납부
반출 및 중국 내 유통

샘플 테스트 및 결과 통보
현장검사, 세금징수, 수입신고,
심사, 라벨 비안
합격

불합격

CIQ발급

폐기 / 반송

*관세율 :
• 간장 : 15%
• 고추장,된장, 기타장류 :
18.4%
* 증치세 : 17%

1. 수입 전 사전준비
□ 수입업자 등록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12년 4월 수입식품수출입자 등록관리규정을 발표

- 본 규정에서 수입식품의 국내 수취인(수입업자)과 국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상이 수입 전
등록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식품의 유통 과정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국내 수입업자도 검험검역기구에 등록을 해야 함
◦ 수입업체 등록은 바이어(수입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영업허가 범위가 ‘식품수입’,
유통범위에‘식품’이 있는 기업에 한해 수입업체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 신청 후
원본 등을 관할지역 국가출입국경검사 검역국에 제출해야 함
◦ 수입식품/화장품 수출입상비안(등록)시스템 링크는 다음과 같음 : ire.eciq.cn

□ 수입화물표시제도(CIQ)
◦ 수입화물표시제도(CIQ)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 국가출입국경검사 검역국에서
통관 시 수행하는 상품의 품질검사임

- 수입 통관 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산하인 국가출입국경검사검역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위생증이라 할 수 있음
◦ 중국 내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CIQ부착이 권고됨
◦ 반드시 인증 마크를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등록 없이
CIQ만으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 필요 서류는 통관신고서, 선하증권, 검사검역신고서, 검사검역 위탁서 등이며 소요기간은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소요됨

- 수입 시마다 발급이 필요함
- 발급절차는 위생검역 서류 심사 및 신고 접수, 검사 비용 처리, 검험검역 진행, CIQ인증
라벨 발급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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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Q 검사 진행기관>

◦기관명 : 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
◦주소 : 중국 북경시 개발구 한수로 9호
◦Tel : + 86-10-5838-6678
◦담당업무 : 중국 내 식품 및 화장품 수출입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관
◦관련부서 : 수입식품처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중국 CIQ 발급절차>
절차

소요기간

1. 위생검역 서류심사 및 신고접수
- 수출국 위생증,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

5일

2. 검사 비용 처리
- 7500위안 비용 제출(40피트 컨테이너 당)
14일(2주)
3. 검험검역 진행
-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CIQ 인증 라벨 발급
- 최초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국가출입국경검사검역국에서 제품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일

발급
출처 : 중국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www.aqsiq.gov.cn)

□ 품질안전인증(SC)
◦ 품질 검사, 생산 장비와 직원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심사에 통과할 경우 중국 내에서
품질이 안전한 제품에 한해 부여되는 마크(ShengChan 인증)임

-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행하는 인증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 인증임
- 필요 서류는 식품 생산 허가 신청서, 영업 허가증 복사본, 식품 생산 가공 평면도, 주요
식품 생산 설비 및 시설 목록 등이며 소요기간은 70일 이내임

- 갱신기간은 5년임
- 발급절차는 SC 인증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SC 인증서 발급를 거침
- 2015년 10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식품생산허가증’을 개정하면서 QS(전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표시를 SC(식품생산허가증)으로 대체

- 주요 변경사항은 신규 식품 생산 취득자는 라벨지, 혹은 식품포장지에 QS표시를 금지하였으며
SC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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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이지만 중국 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판매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SC 인증 발급절차>
절차

소요기간

1. SC 인증 신청서 제출

15일

- SC인증 신청서 양식 : www.foodmate.net/dfgvlg
2. 서류심사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성품질감독국은 서류심사 진행
- 최종적으로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제출하여 심사비준

40일

3. 현장조사
- 서류 통과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
- 국가품질검사총국검사팀은 현장조사 시작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품질감독국 품질과에 제출
4. SC 인증서 발급
- 품질감독국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15일 내에 조건에 부합되는
생산업체에 발급

15일
(총 70일소요)

출처 : 중국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www.aqsiq.gov.cn)

<수입 전 받아야할 주요 인증>
수입화물표시제도 (CIQ) 인증

품질안전인증(SC)

출처 : 중국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www.aqsiq.gov.cn)

□ 품목별 수입요건
◦ 가공식품

- 식량 가공품(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의 경우, ‘식품검험검역허가증’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

- 옥수수, 쌀, 밀가루 가공품의 경우, 상무부에서 관세쿼터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유제품의 경우 수입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기구에서‘식품검험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외 일반 수입식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

-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의 경우 상무부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 유제품 수입업자는 중국식품 토․축산품 수입상회에 등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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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수입 정책‘중국질검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의 검역
협상을 통해 사전 비준이 필요함
- 관세율 : 쿼터 내 물량은 1%, 쿼터 외 물량은 65% 관세를 적용
- 수입주체
· 쿼터 내 물량 : 쿼터 신청자격이 있는 국영기업체(中糧 등)와 민간업체가 50:50 비율로 수입
· 쿼터 외 물량 : 관세 부담을 조건으로 일반식품 수입업체 수입 가능
- 쿼터신청자격은 수시로 변하므로 상무부 홈페이지 참고 : www.mofcom.gov.cn
◦ 신선식품
- 육류와 과일 및 채소(토마토, 가지, 고추)의 경우 수입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량감독 검험
검역 기구에서‘식품검험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그 외에는 일반 수입식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
- 별도로 소, 돼지, 양, 닭은 상무부에서 취득한 자동수입허가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함
- 수산물의 경우‘식품검험검역허가증’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서류 제출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에 수입보건식품등록을 신청, 수입보건허가
증서를 취득해야 함
-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기구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준비
-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를 취득해야 함(검역기구 제출)
◦ 가금육 식품
- 수입가금육제품의 화주는 무역계약 체결 전 검역 비준수속을 밟아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방식의 가금육제품 수입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 가금육 식품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에서
생산, 사용, 저장해야 함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 생산, 가공, 저장 등 과정에 대해 검험검역 감독과 전염병
검사를 진행함
- 지정가공업체는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록하며, 제품
출고와 입고 수량을 심사하여 제한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가공 폐기물 처리는
수의 위생 방역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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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 수입신고 시 필요 서류로는 선하증권, 수출입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등이
있으며 이 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하기와 같음
- 쌀과 같은 곡물류의 경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서류 목록>
Ÿ

서명된 상업송장(Signed Invoice)

Ÿ

포장명세서(Packing list)

Ÿ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Airway Bill)

Ÿ

운송보험서류

Ÿ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Ÿ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Ÿ

수입라이선스(해당 품목의 경우 ; 동식물 수입허가증, 약품 수입허가증)

출처 : TradeNAVI(www.tradenavi.or.kr)

3. 수입신고
◦ 중국세관에 대한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2018년 8월 1일부터 중국은 세관신고서와 검역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수출입
화물 통합신고를 실시함
- 신고서 한 부를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해 업로드 후 코드를 입력하면 한 번의 신고로
통관절차가 완료됨
- 세관신고와 검역신고를 각기 다른 시스템에 신고하고 업로드하던 예전 시스템에 비하면
절차가 50%이상 간소화되어, 업무량이 줄어들어 통관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됨
◦ 기존 8개 통관규정과 검역신고 고유항 코드 통합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전 229개 신고 항목이 통합 후 105개로 줄어들었음
- 특히 국가(지역별), 항구, 화폐제도 등 8개 기존 통관규정과 검역신고 고유항 코드를 통합함
- 이 중 7개는 국가표준코드나 국가표준에 상응하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임
- 특히 세관신고와 검역신고의 수출자/수입자 등록번호 기재 항목이 통합되어, 주의하여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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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 항구에 제품 도착 시, 지정된 검험검역기관에 검험검역신고 및 진경동식품 검험
검역 허가증, 포장라벨 심의를 신청하고 검험검역신고가 완료되면 입경화물통관단이 발행
되고 세관에 사전입력신고를 함
- 세관에서 서류심사가 진행된 다음 최종적으로 각종 통관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됨

4. 통관 및 검역
□ 통관
◦ 수입화물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국가주석령 35호, 2000.07.08.)에 의해 이루어짐
◦ 세관신고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입허가증 및 관련 증서를 제출, 기한 초과 시 체납금을 징수함
- 세관에서 통관신고 접수 후 통관신고서 및 내용은 수정, 철회하지 못하며 확실한 정당
사유가 있고 세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으며 세관 검사 시 수령인은 현장에 화물의 이동, 개봉,

재

포장을 책임, 세관은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 수령인의 신청과 함께 세관총서 허가 시
검사를 면제함
◦ 통관지점
- 수입화물은 입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나 수령인의 신청과 세관의 동의하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 운송지역에서 통관수속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국가가 수출입금지 혹은 제한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규정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수여한 권한에 따라 내린 규정 등을 근거로
감독 관리를 실행함
-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상품분류 역시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규정에 따라 확정함
◦ 중국 지역 세관은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관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세관별 특징은 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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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 세관별 특징>
세관

특징

산동성 세관

산동성 각 항구에 페리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친한국적 성향

서안/중경 세관

서안 삼성반도체와 중경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인해 친한국기업 성향

대련 세관

동북 삼성의 관문 세관으로 업무효율이 비교적 높은 세관

북경 세관

수도 세관이라 통관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업무 효율이 높은 세관

천진 세관

상해 세관
심천 세관

다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통관이 무난하고 특히 항공화물의 경우 비행기 도착 당일
통관도 가능함
중국 내 가장 선진화된 세관으로 북경 총서 신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세관으로
모든 통관이 비교적 무난함
홍콩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업무 효율이 높은 세관

출처 : 강승익. 2017. 중국 수출입통관제도 및 사드 영향에 따른 우리 기업의 통관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 관세
◦ 관세 산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 인도가격(Delivered Duty Paid(DDP)은 세관에서 화물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계산함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화물가치, 수입항 하역 전 운송비 및 관련비용, 보험료 등 포함
□ 검역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합격증명 취득 전에는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 혹은 인가한 장소에 보관함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합격증명을 제출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
받아야 함
- 합격증명은 화물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번호) 등을 포함함
- 브랜드, 규격이 없는 경우 무(无)로 표기
◦ 수입식품이 검험검역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에서 불합격 증명을 발급
-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 시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
하여 반품
- 기타항목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처리 진행
· 재검험을 통하여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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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류제품
◦ 육류제품의 검역은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136호, 2011.06.01.)에
의해서 이루어짐
- 육류제품은 동물 도살체의 식용부분(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통조림 제품은 불포함함
- 검험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험검역 및 감독추출검사를 진행
하며 수출입육류제품의 생산가공기업, 수령인, 발송인에 대하여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신용관리 및 분류 관리제도를 실시함
- 수입육류제품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육류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 증명문서를 제출
해야함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육류제품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비안)
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육류제품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한 등기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실시하며 등록업체만
육류제품 수입이 가능함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하고,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함
- 수입육류제품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검험검역기구가 인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등록된 냉동 창고 혹은 기타 장소에 저장함
나. 수산물
◦ 수산물의 검역은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135호, 2011.06.01.)에 의해
이루어짐
- 본 방법의 수산물은 식용 수생동물 및 제품으로, 수모류, 연체류, 갑각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포함되지 않음
- 수입수산물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
요구에 부합되어야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산물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
가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함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수산물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실시함. 등록업체만 수산물
수입이 가능함
- 수산물의 수입 전 혹은 수입 시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정본의 원본, 원산지증명서,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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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제품
◦ 중국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은 수출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위생증서가 있어야
하며 증서에는 이하 내용을 증명해야 함
- 유제품 원료가 건강한 동물로부터 온 원료임을 증명
- 유제품이 가공처리를 거쳐 동물전염병에 대해 안전해야함을 증명
- 유제품생산기업이 현지정부 주관부서의 감독관리 하에 있음을 증명
- 유제품이 안전하며 식용 가능함을 증명
◦ 증서는 수출국가(지역) 정부주관부서의 인장과 권한수여자의 사인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되어야 함
◦ 검역심사허가수속을 받아야 하는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 가능
◦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실시 관련 제53호 공고에서는 유제품 수입 국외 생산
기업의 등록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최초수입 유제품의 정의 및 조치사항을 담고 있음
- 검역신청 시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검측보고서 제출
- 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에는 생유, 생유제품, 파스퇴르살균유 등이 있음

□ 식품오염물 한도
◦ 식품오염물 한도에 대해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GB2762-2012)
- 본 기준은 식품 중 납(Pb),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주석(Sn), 니켈(Ni), 아질산염,
질산염, 벤조피렌,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염화페비닐, 클로로프로판디올 등의 한도
기준을 규정
- 새로 개정된 기준은 수산물 중 쌍각류의 중금속 카드뮴 함량 한도를 0.1mg/kg에서
0.2mg/kg으로 수정(신규 수정에 따르면 식품의 카드뮴 함량 한도는 0.2mg/kg임)
- 납(Pb),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주석(Sn), 니켈(Ni), 아질산염, 질산염, 벤조피렌,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13가지 오염물의 곡물, 과실, 육류, 수산물, 조미료, 음료, 술 등
20개 식품 품목에서의 한도를 규정
- 셀레늄, 알루미늄(Al), 불소(F)의 함량 한도 규정은 삭제됨

□ 라벨링
◦ 중문으로 제작된 라벨 필수
-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포장식품라벨 총칙(GB 7718-2011)의 규정을 준수
-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자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병기가 가능하지만 내용은 중문과
상응관계가 있어야함
- 외국어 표시는 중문 표시보다 작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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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 식품 라벨 표기 시 소비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함
- 과대 포장하거나 고객들이 혼돈할 수 있는 문구 기재는 금지
-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문자, 부호 및 숫자의 크기는 1.8mm보다 커야함
◦ 포장식품 라벨 표기사항
- 제품명
- 배합원료
- 식품첨가물
- 원산지
- 저장방법
- 유통기간/생산일/품질보증기간
- 생산자 및 유통자 정보
- 영양성분표
- 순중량
- 섭취방법
-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
- SC 인증 및 식품생산허가증 번호(생산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 중문 주의사항 또는 경고마크
- 수출국 식품 위생인증 로고
가. 발효주 및 조제주
◦ 일반적으로 주류라벨에는 원산지 생산업체의 라벨(정면 라벨)과 수입업체 또는 원산지
생산업체가 수입업체 및 정부의 규정에 따라 부착한 중문 라벨(뒷면 라벨) 2가지가 있음
◦ 중국은‘발효주 및 그 조제주’에 대한 새로운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함(GB2758-2012)
◦ 새로운 국가표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납의 제한량 기준을 취소하고 미생물의 수량 제한을 수정함
- 둘째, 라벨 표기에 대한 요구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그 중 알코올 농도를‘%vol’로 표기,
맥주는 맥즙 농도를‘。P’로 표기해야함
- 셋째, 과실주(포도주 제외)는 과즙함량을 성분 배합표 중에 ‘xx%’로 표기해야 함
- 넷째, 반드시‘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표시하는 동시에 다른 경고 문구도 표기
해야 하며, 유리병으로 포장한 맥주는 반드시‘부딪치지 않게', ‘유리병 폭발 방지’등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함
◦ 포도주 라벨은 일반적으로 포도 품목, 포도주 명칭, 수확 연도, 등급, 생산지역, 포장업체,
생산업체 명칭, 생산국, 순 함량, 알코올 농도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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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쌀
◦ 포장된 쌀은 검험검역인원이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과 수입식품 라벨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쌀에 대한 신규 국가표준
GB1354-2009은 기존 규정을 대체하며, 라벨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음
◦ 쌀의 포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하기와 같음
- 제품 명칭, 순 함량,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품질
등급, 제품표준번호 등
다. 수산물
◦ 수산물 제품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하기와 같음
- 제품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위탁생산일 경우에 위탁을 받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표기)
- 제품표준번호, 제품위생허가비준번호, 생산날짜 또는 생산비준번호, 제품 특징에 따라
표기하는 주요 품질지표와 주요 기술 파라미터
◦ 수산물 포장에 표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품목명, 생산지, 생산업체, 생산날짜, 품질등급, 품질보증기한 등

❙중국 식품 라벨 표시사항❙
항목

설명

표기 언어

- 중국어 간체자, 외국어 병기 가능하지만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함

글자 크기

- 포장용기의 표면적이 35cm보다 큰 경우,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이상

제품명 또는 설명
구성 성분

순 중량
제조자, 수입자, 포장자 또는
유통자의 상호 및 주소
원산지
생산일, 유통기한
기타

-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명칭 표시
-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 기록, 형태가 바뀐 성분 및 식품첨가제도 모
두 포함하여 표시
- 동일 포장 내 여러 소포장 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순 중량 및 소포장 식
품 개수도 함께 기재. 순 중량 이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
- 중국 내 수입자, 대리인 등은 상호 및 주소, 연락처 정보 기재
- 원산지 국가명 반드시 기재(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기준)
- 국가표준 규정 또는 년, 월, 일순으로 표기. 유통기한 또한 잘 드러나는
곳에 표기
- 중문 주의사항 또는 경고 마크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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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출 및 운송
◦ 수입허가증을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를 교부 받아 물품 반출이 가능
◦ 소요 시간
- 중국기관이 한국기업이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중문 라벨을 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
- 일반화물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반 소요
·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10여 종의 수출품은 전체 절차에 10~15일(공휴일 제외)
·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되는데 까지는 약 3일
· 통관 후 중문라벨검사에 10일
· 라벨 초보검사 합격 후 무작위 추출검사에 10~15일
·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의 규정은
하기와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임
- 통관비는 300위안임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임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임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임
- 대행비의 경우 수입 가격의 1% 내외로 책정되며, 최소 2,000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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