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시험
유럽, 한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는 국제 표준 및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화장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품 규정

표시 요구사항

유럽 연합

화장품 규정 (EC) No. 1223/
2009

규정 (EC) No. 1223/ 2009의
제 19 조

때문에, 신중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의 성분 및 품질을

미국

US FDA CFR Title 21

US FDA 21 CFR 701 & 740

꼼꼼히 살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 감독 규정 1989

화장품 라벨링 관리 방안
GB 5296.3 화장품 일반 라벨
표시

일본

화장품 규격

의약품, 의료 기기 및 기타 치료
제품법

사우디
아라비아

GSO 1943

GSO 1943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격을 문서화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하며, 제조물 책임에 대한

한국

화장품법

화장품법 (포장의 기재표시 등)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만

화장품 위생 관리 규정

화장품 위생 관리 규정 제 6조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화장품
규제 ; C.R.C., c.869

소비재 포장 및 라벨링법

호주

화장품 표준 2007; 국가산업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계획
(NICNAS,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
Assessment Scheme)

무역 관행 1991 (소비자 제품
정보 표준 – 화장품)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제품의 범위가 다양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TÜV 라인란드는 제품이 국제 표준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시험 및
검증합니다. 화장품의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지정된 성분 목록을 확인합니다. TÜV 라인란드의 화장품 시험 서비스는

대상 제품

··화장품 :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
··헤어 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프레이, 젤 등
··스킨 제품 : 핸드 크림, 립밤 등
··개인 위생 용품 :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 로션 등
··페이셜 케어 제품 :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네일 제품 :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구강 제품 : 치약, 구강 세정제 등
··탈취제, 향수 등
TÜV 라인란드 서비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성분) 목록 작성, 라벨링 평가 및 선언
··화장품 규정에 대한 안전 평가
··공식 모니터링에 대한 문서 확인
··화장품 및 성분에 대한 화학적 분석 (방부제, 오염물질, 향료 등)
··보존 스트레인 테스트 및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품질 보장
··저장 안전성 테스트
··안전 데이터 시트
··시장 출시 또는 수입 전 CPNP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Regulation (EC) No 1935/ 2004에 따른 포장재의 순도 시험 및
중금속, PHAs 및 프탈레이트 확인

www.tu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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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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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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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표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피부와 모발의

® TÜV, TUEV and TUV are registered trademarks. Utilisation and application requires prior approval.

TÜV 라인란드는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인증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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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NP

화장품 CPNP 등록 절차

기타 서비스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TÜV 라인란드는 화장품에 대한 CPNP 등록을

TÜV 라인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Portal의 약자로, 유럽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도와드립니다.

목표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CPNP 등록제는 2013년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Formula Review
제품 성분표 검토 및 수정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가 관리 및 통제됩니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32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의

Product Test
제품의 안전성 입증

CPNP 등록은 유럽 내 책임자인 RP가 담당합니다.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RP(RESPONSIBLE PERSON)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작성

RP는 유럽 내에서 제품 유통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보통 RP 전문기업이나 수입업자가 RP를
맡습니다. RP는 화장품안전성 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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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합니다.
Label Report / Claim Review
필요 서류

제품 라벨 평가

CPNP 등록에 선행되는 제품안전성보고서
(CPSR)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성분표
··MSDS
··제품성적서
··성분 혼합비율

··제조사 신고서
··용기 제조사 신고서
··라벨 초안
··패키지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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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uv.com

··해외 인증 서비스
(Market Access Service)
··중동 시장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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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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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ÜV, TUEV and TUV are registered trademarks. Utilisation and application requires prior approval.

Cosmetic Regulation 1223/2009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