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PNP 등록 절차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PNP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TÜV 라인란드는 신속하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등록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www.tuv.com

CPNP

등록 절차

필요 서류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TÜV 라인란드는 화장품에 대한 CPNP 등록

CPNP 등록에 선행되는 제품안전성보고서

Portal의 약자로, 유럽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을 도와드립니다.

(CPSR)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CPNP 등록제는 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Formula Review
제품 성분표 검토 및 수정

Product Test
제품의 안전성 입증

관리 및 통제됩니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32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CPNP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CPSR)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작성

··성분표
··MSDS
··제품성적서
··성분 혼합비율
··제조사 신고서
··용기 제조사 신고서
··라벨 초안
··패키지 이미지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RP(RESPONSIBLE PERSON)
RP는 유럽 내에서 제품 유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Product Information File(PIF)
CPSR, 제품품질관리기준(GMP), 제품 효능 입
증 정보 등 제품정보파일 작성

Label Report / Claim Review
제품 라벨 평가

제품의 경우, 보통 RP 전문회사나 수입
업자가 RP를 맡습니다. RP는 화장품안전성
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합니다.

기타 서비스
TÜV 라인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인증 서비

(Market Access Service)

··중동 시장 진출 가이드

CPNP Notification
라벨 및 제품 정보 승인 후, CPSR가
포함된 PIF를 CPNP에 등록

Why TÜV Rheinland?
1872년에 설립된 TÜV 라인란드는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500여개
지사에서 품질과 안전, 환경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입니다.
145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TÜV 라인란드는 많은
고객과 기업으로부터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해외인증기관으로는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TÜV 라인란드
코리아는 국내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국제 표준과 다양한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5
영시티 N타워 2층
Tel: 02-860-9860
Fax: 02-860-9862
E-mail: info@kor.tu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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