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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장품인증개요 



화장품인증개요  

화장품의 정의 

◆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문지르거나 분사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의 청결, 냄새제거, 피부보호, 
미용 및 매력을 더하는데 사용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이다 

 - 2007년8월27일, 중국품질감사총국에서 공보 한 《화장품라벨관리규정》
에 근거하여 



중국행정기관 

C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화장품인증개요  



화장품의 등급분류 

화장품인증개요  

중국CFDA에서는  

화장품을 비특수용도화장품과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나뉜다. 

9종특수용도 
화장품 이외에, 
화장품정의에  
부합되는 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정하였다. 

화
장
품 

九종 

특수용도 
화장품 



9종 특수용도화장품에는 

화장품인증개요  

** -모발생장을 돕고, 탈모 및 끊어짐을 감소시키는 화장품 

** - 두발의 칼라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화장품 

** -두발의 굴곡도를 변화시키며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화장품 

** - 체모를 감소, 제거시키는 화장품 

** - 유방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돕는 화장품 

** -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 -주로 액취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화장품 

** - 피부표피에 침착 된 색소제거를 돕는 화장품 

** -자외선을 흡수하여 태양빛에 의한 피부손상을 감소시키는 화장품 



화장품인증개요  

사용부위에 근거한 분류 

분류 비특수용도화장품 특수용도화장품 

얼굴케어 
보습,탄성,여드름제거,유성
관리 등에 효능이 있는 물, 
로션 크림,팩 및 메이크업류 

기미제거류 
자외선차단류 

두발케어 
비듬제거,상쾌함,영양공급, 
부드럽게 하는 효능을 가진 
샴푸,린스,헤어스파, 왁스 등. 

파마류 
염색류 
발모류 

바디케어 
보습, 온화, 탄성 등 효능을 
가진 바디 클랜져, 바디 로
션과 향수 류 제품 

가슴미용류 
신체미용류 
탈모류 

냄새제거류 



02.  화장품 등록절차 



화장품등록절차  

화장품 등록절차 1,2,3 

Step 1 
*신청업체는 CFDA
등록에 필요한 재중
책임회사 ID계정 신
고. 
 
*신청제품의 포장,
성분 등 자료에 대한  
CFDA요구사항에 
부합여부 점검. 

Step 2 

*CFDA시험센터
에 송부하여 샘플
시험을 진행한다. 
 
*동시에 기타 등
록에 필요한 자료
를 준비한다. 

Step 3 
*준비 완료한 모
든 자료를 정리하
여 CFDA에 제출
한다. 
 
*혹 CFDA에서 
보완,의견이 나오
면 수정 후 다시 
제출한다. 



등록절차 1 

화장품등록절차  



화장품등록절차  

등록절차 2 



화장품등록절차  

등록절차 3 



03.  Maris의 역할 



Mar i s의  역할  

북경 본사 
매리스(Maris)그룹은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북경시동성구충문문상업구(北京市东城区崇文门商区)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중국CFDA정책법규에 대한 인증컨설팅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기기, 화장품등록, 시험, 임상시험 및 상표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Mar i s의  역할  

한국지사 

한국지사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1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가깝습니다.  



Mar i s의  역할  

업무팀 구성 

저희 업무팀은  전문적이며 또한 젊습니다.  
 
석사학위등록 전문직원 ,  
학사학위 등록 전문직원,  
유럽출신 석사학위전문직원/컨설팅사,  
시험엔지니어 총 50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리스(Maris)는 이미 여러 개의 시험기관과 양호하고 
안정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많은 의
료기기, 화장품제조사의들 고정적인 인증등록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시장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Mar i s의  역할  

서비스의 특징 

제출문서에  
대한 

 정확한 설명 

CFDA  
시험기관과의  
긴밀한 접촉 

고효율적인 
소통 

법규  
업데이트 



Mar i s의  역할  

저희 북경매리스는  

저희는 서로 뜻을 같이 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저희는 빠링허우, 쮸링허우 (80,90년생)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는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부지런한 업무진행으로 당신의 중국진출을 돕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역량으로 당신을 도와 인증법규장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유창한 의사소통기술로 당신의 인증시간을 단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외/국산의료기기CFDA인증, IVD제품인증 및 화장품인증을 정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기임상시험과 IVD임상시험지도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의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50여명으로, 
 



Mar i s의  역할  

우리의 서비스 – 등록에 필요한 문서 
Maris등록서비스——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준비서류리스트 

번호 준비순서 문서명칭 문서기본요구 제 공 처 

1 

제1단계 

제품 영문성분표 퍼센트 함량, 사용목적, 복합성분은 혼합성분형식으로 
작성하고  매개 성분의 비율을 표시. 한국신청업체제공 

2 제품포장(단상자, 필름, 스티커,설명서) 제조국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내외포장(전자파
일도 가능) 한국신청업체제공 

3 한국신청업체가 발행한 중국재중책임회
사의 수권서  

양식을 제공, 신청업체는 정확한 중문명칭과 주소를  
제공 한국신청업체제공 

4 중국재중책임회사가 발행한 수권서에 대
한 동의서 

양식을 제공, 중국재중책임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공. 

중국재중책임회사
제공 

5 한국신청업체책임자가 위임한 중국재중
책임회사 인원이 서명한 수권서 

양식을 제공, 신청업체는 정확한 중문명칭과 주소를  
제공 한국신청업체제공 

6 제2단계 샘플 배송 시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샘플수량은 제품의 규격에 
따라 정한다, 30ml이상은 20개의 동일lot인 제품. 한국신청업체제공 

7 제3단계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품질표준책임자서명 및 인정 한국신청업체제공 

8 

제4단계 

제품제조판매증명서(CFS) 

원산국 업계협회 혹은 공식기관에서 출처한 증명서, 아
래 내용을 포함; 
제조업체정보, 제품명칭, 제품이 이미 해당국가시장에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 

한국신청업체제공 

9 완제품제조공예절차 및 설명 양식을 제공 한국신청업체제공 

기타 심사에 도움을 주는 문서  특정원료의 품질규격증명, 식물원료 추출가공공정 등. 한국신청업체제공 10 
**위탁가공: 위탁업체와  피위탁업체간
의 위탁가공협의서 원본 양식을 제공, 쌍방의 정보가 필요, 제품명칭. 한국신청업체와 피

위탁OEM업체제공 
11 **위탁가공: 피위탁업체의ISO,GMP 혹

은 원산국에서 발행한 제조판매를 허가
한다는 증명문서. 

공식 인증서 피위탁OEM업체 제
공 



Mar i s의  역할  

우리의 서비스 – 등록에 필요한 시간 

Maris 등록서비스—— 화장품 등록서비스 시간 

서비스항목 
주 기 

시험기간 전체등록시간(시험포함) 

화장품완제품 라벨심사 
해외제조 비특수 / 2 Working day 

해외제조 특수 / 3 Working day 

해외제조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2-3 개월 5-7 개월 

해외제조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미백, 기미제거 
냄새제거 5-6 개월 10-11 개월 

자외선차단,탈모 6-7 개월 12-13 개월 

염색, 파마 5-6 개월 10-11 개월 

발모, 가슴미용 
 신체미용 7-8 개월 12-16 개월 



Mar i s의  역할  

Maris의 장점 

제공해주신 제품정보에 근거하여 CFDA등급분류, 등록플랜 및 예상견적을 제공 
 

모든 인증절차가 투명하게 인증흐름도면에 나타나고 있다 
 

주기적으로 상세한 고객보고서를 발송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인증진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중-한-영-일어 커뮤니케이션이 유창하고 의문점을 즉시 해결해 드린다 



Mar i s의  역할  

홈페이지 

http://mariskorea.modoo.at/�
http://mariskorea.modoo.at/�
http://mariskorea.modoo.at/�
http://mariskorea.modoo.at/�
http://mariskorea.modoo.at/�


             

Branch office  
한국지사 
전화: 070-7519-7778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14층 
E-mail: mariskorea@maris-reg.com  
          lyon@maris-reg.com 

Head office 
북경매리스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 
전화: +86-10-67028997~820 
팩스: +86-10-64125512 
주소:  Room 906 Xin Yu Bisness Tower B, No.90, Guang Qu Men Nei Street,  
Dongchang District, Beijing, China 
E-mail: info@maris-reg.com 
 



!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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