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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통계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2. 글로벌 수입통계
3. 중국 수입통계
4. 중국 시장규모 및 성장률

시장통계 OVERVIEW

▶ 2014년 글로벌 수입규모 순위, US 달러 기준 ▶ 2014년 글로벌 수입 비중

▶ 중국 건조 해산물 시장규모 백만 달러 기준

글로벌 수입규모 1위, 홍콩
중국, 글로벌 수입 8위
중국, 한국산 건전복 수입 0달러
2015년 중국 건조해산물 시장규모,
10억 2,404만 달러
(2016년 ~ 2018년은 추정치)

1. 통계분석 기준 설정(HS CODE)
건전복, HS CODE 0307.89로 확인
글로벌 수입통계 및 중국 수입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 기준을
설정함
실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의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사이트에는 제품의 영문명과 중문명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표 1.1 통계 기준 설정
통계

기준

글로벌 수입 규모 및 성장률

HS CODE 0307.89

중국 수입 규모 및 성장률

HS CODE 0307.89

중국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건조 해산물(Dried fish & seafood)

표 1.2 중국 내 건전복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0307
한국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89

기타

0307.89.2000

0307.89 中 건조한 것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0307
중국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89

기타

0307.89.00

기타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표 1.3 제품 HS CODE 확인가능 사이트
분류
HS CODE

사이트명

URL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중국 해관총서

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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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수입통계
2014년 HS CODE 0307.89 수입 규모
2014년 글로벌 HS CODE 0307.89 수입액은 2억 2,106만 6,456달러로
2012년 ~ 2014년 3개년 연평균 성장률 18.16%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수입 1위 국가는 홍콩으로, 2014년 기준 1억 4,508만 595달러를
수입하고 있음
2014년 중국의 HS CODE 0307.89 수입액은 185만 7,722달러로 글로벌
순위 8위를 차지함. 2012 ~ 2014년 연평균 성장률이 –8.45%로 수입량이
줄었음

HS CODE 0307.89 수입 수요, 홍콩 수입량 최다
2015년 기준, 홍콩이 글로벌 수입시장의 6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10.92%, 대만이 8.80%를 차지하고 있음. 그
이외의 국가인 태국, 미국은 각각 4.77%, 4.12%로 상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보임. 중국의 경우에는 0.84%로 수입규모 비중이 미미함.
HS CODE 0307.89의 경우 홍콩에서 많은 양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4 글로벌 HS CODE 0307.89 수입 규모
수입국가
글로벌

(단위 : US 달러, %)

2012 ~ 2014
연평균성장률

2012

2013

2014

158,329,827

180,081,071

221,066,456

18.16%

1

홍콩

114,283,527

137,401,326

145,080,595

12.67%

2

일본

25,581,813

22,857,587

24,131,694

-2.88%

3

대만

0

663,318

19,457,416

441005.61%

4

태국

371,658

1,477,197

10,548,796

432.76%

5

미국

6,518,362

8,023,143

9,112,419

18.24%

8

중국

2,216,542

984,415

1,857,722

-8.45%

출처 : Global Trade Atlas(www.tradestatistics.com/gta)

표 1.5 글로벌 HS CODE 0307.89 수입 규모 비중 (2014년)

출처 : Global Trade Atlas(www.tradestatistics.com/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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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3. 중국 수입통계
호주산, 높은 수입 규모 비중 차지
중국의 수입 상대국 1위는 호주로, 2015년 기준 중국 수입에서 호주의
비중이 4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위인 페루가 29.78%,
3위인 뉴질랜드가 18.85%를 차지하며, 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 글로벌 수출액 1위

한국산 제품 수입액 제로

Global Trade Atlas HS CODE

2015년 기준 중국의 한국산 HS CODE 0307.89의 수입액은 전무한 것으로

0307.89의 경우, 중국이 글로벌

나타남. 중국의 글로벌 수입액은 2015년 기준 220만 6,479달러로 크지

수출 1위로 2015년 기준 1억

않음. 2013년 기준 98만 4,415달러에서 연평균 49.71%의 성장률을 보임

1,201만 8,079 달러를 전 세계로
수출함

표 1.6 중국의 HS CODE 0307.89 수입 규모
수입상대국
글로벌
1
2
3
4

호주
페루
뉴질랜드
칠레

5

필리핀

6

한국

(단위 : US 달러, %)

2013

2014

2015
시장점유율

2015

984,415

1,857,722

2,206,479

100.00%

514,147
31,200
46,272
0

760,177
414,081
279,335
0

1,044,888
657,085
416,018
80,624

47.36%
29.78%
18.85%
3.65%

0

0

7,864

0.36%

12,786

0

0

0%

출처 : Global Trade Atlas(www.tradestatistics.com/gta)

표 1.7 중국의 HS CODE 0307.89 국가별 수입 규모 비중 (2015년)

출처 : Global Trade Atlas(www.tradestatistics.com/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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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4. 중국 시장규모 및 성장률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중국 건조 해산물 시장
중국 HS CODE 0307.89, 건전복의 시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상위 산업군인 건조 해산물(Dried fish and seafood) 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였음
글로벌 리서치 기관 Canadean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건조
해산물 시장 규모는 약 8억 7,144만 달러로 2013 ~ 2015년 기준 연평균
5.6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 중국의 건조 해산물 시장 규모는 9억
7,352만 달러를 기록함
2016년 중국의 건조 해산물 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5.19% 증가한
10억 2,404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6년 ~ 2018년
연평균 6.34% 성장하여 2018년 11억 5,799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표 1.8 중국 건조 해산물(Dried fish & seafood) 시장규모

출처 : Canadean intelligence(intelligence.canadean.com)

(단위 : 백만 US 달러)

* 2016년~2018년은 전망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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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쟁사 분석
1. 경쟁사 선정
2. 경쟁사별 현황 파악

※ 상품 포장에 라벨링이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확인된 1개社만 분석함

경쟁사 분석 OVERVIEW
#1.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기업 유형

제조업

설립년도

1997년

취급 품목 유형

건조 해산물

홈페이지

www.qdhaishijie.com

주요 제품

유통 중인 건전복 제품

#2. 八珍八美
기업 유형

제조업

설립년도

N/A

취급 품목 유형

건조식품

홈페이지

N/A

주요 제품

1. 경쟁사 선정
경쟁사 선정 방법
① 현지조사 시 확인된 제조 및 기업
② 중국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 유통 중인 기업

온라인 리서치 및 현지조사를 통한 경쟁사 선정
중국 시장 진출 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건전복 제품에서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음. 따라서 현지조사 시 확인 가능했던 제조 기업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社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전복 제품을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八珍八美’社를 중국의 건전복 경쟁사로
선정함

Buyer Interview
“중국 소비자들은 수입 건전복을 선호하는 편이다.”
- 云南双盛进出口贸易有限公司
Ms. Yang(杨梅芳)과의 인터뷰 中, 2016년 7월

표 2.1 중국 온라인쇼핑몰 내 유통제품 도출
키워드

온라인 쇼핑몰

鲍鱼(전복)
干鲍鱼, 鲍鱼干(건전복)

www.world.taobao.com

표 2.2 최종 경쟁제품 도출
현지조사 기업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온라인 쇼핑몰 유통 기업

八珍八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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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별 현황파악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는 1997년 중국 칭다오에 설립된 중국의 건조
해산물 제조 기업으로 현지 조사 시 수산물 시장에서 건전복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는 칭다오 내 최대
규모의 건조 해산물 판매 기업으로, 500종 이상의 해산물을 판매함
현지 수산물 시장 방문 조사 시, 각 크기별로 전복들을 구분해
500g씩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타 경쟁제품들보다
중량대비 가격대가 높음
표 2.3 기업 개요
기업 유형

건조 해산물 제조

취급 품목 유형

건조 해산물

설립년도

1997년

대표전화

+86-400-0532-386

주소

青岛崂山区九水东路汉河集团南200米

홈페이지

www.qdhaishijie.com

출처 : www.qdhaishijie.com

표 2.4 제품 소개

수산물 가공식품

건전복
출처: 중국 현지 수산물시장 방문조사(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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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별 현황파악
八珍八美
八珍八美는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중국의 건조식품 제조 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조사 시 건전복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건전복
이외에도 홍합, 굴 등의 수산물을 건조시켜 판매하고, 콩이나 버섯
등의 식품도 건조 상태로 판매함
중국의

여러

음식의

조리방법을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인

xiachufang(上厨房)에서 八珍八美의 상품을 재료로 요리법을 공유하
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제품을 지퍼백 형태로 판매하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생각함

표 2.5 기업 개요
기업 유형

건조식품 제조

취급 품목 유형

건조식품

설립년도

-

대표전화

+86-20-8107934

주소

广州一德路333号海中宝2楼

홈페이지

-

출처 : www.dianping.com

표 2.6 제품 소개

수산물 가공식품

유통 중인 건조식품
출처: Taobao(www.world.taob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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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쟁제품 현지조사
1. 분석 제품 및 기준
2. 가격 정보
3. 포장용기 정보
4. 현지조사 데이터

경쟁 제품 현지 조사 OVERVIEW

분석 제품 상세

전복
작은 전복(중국산)

전복(대만산)

전복(남아공산)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청도해향달상무유한공사)

건전복
八珍八美(팔진팔미)

분석 지표 : 가격, 무게, 포장 용기, 유통기한
분석 제품 : 현지 유통매장 조사 결과 4개 제품, 온라인 쇼핑몰 조사 결과
1개 제품
지표별 결과 값 활용 방안 : 지표별 평균 값 및 최소・최대 값 확인으로,
현지 시장 진출 시 제품 현지화(R&D) 가능

1. 분석 제품 및 기준
경쟁 제품

경쟁 제품 선정
표 3.1 방문 매장
매장명

주소

방문일시

DONGNAN

上海市铜川路990弄43号三区14号

2016.07

XIANGHE

上海是铜川路990号53号三区7号

2016.07

FIRST
FOODHALL

黄浦区南京东路720号

2016.07

작은 전복(중국산)

전복(대만산)

전복(남아공산)

전복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청도해향달상무유한공사)

출처: 중국 현지 수산물시장 방문조사(2016.07)

표 3.2 분석 제품 및 기준
제품명

제조사

작은 전복

확인 불가(중국산)

전복

확인 불가(대만산)

전복

확인 불가(남아공산)

전복
건전복
八珍八美(팔진팔미)

건전복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청도해향달상무유한공사)
八珍八美(팔진팔미)

▶ 분석기준 : 제품에서 확인되는 가격, 무게, 포장형태, 유통기한 등 총 4가지
항목을 분석함
출처: 중국 현지 수산물시장 방문조사(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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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정보
무게가 같아도 가격은 천차만별
현지 조사 결과, 중국 내 수산물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전복 제품의
경우, 보통 500g 단위로 유통되며, 전복 개체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가격 차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현지 매장 조사
시 파악된 모든 건전복 제품의 무게와 가격 조건을 비교함
비교 결과, 건전복 제품의 경우 제일 저렴한 상품의 경우 전복 400개에
150 위안에 판매되며, 비싼 경우 전복 6개에 5200 위안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전복의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함.
무거운 전복일수록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또한 중국산
건전복 제품이 기타 외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조사된 제품은 50g 패키지 포장 상태로 판매
되고 있으며, 전복의 개수는 8 ~ 10개 인 것으로 조사됨

표 3.3 수산물 시장 판매 중인 건전복 가격 비교
원산지

500g 당 전복의 개수

가격 (중국 위안)

중국

400

150

중국

30

800

중국

30

1800

중국

25

900

중국

20

3600

중국

12

4000

중국

8

4800

중국

6

5200

대만

40

450

남아공

40

500

남아공

9

1200

남아공

8

1400

출처: 중국 현지 수산물시장 방문조사(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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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 용기&유통기한 정보
중국 내 유통 중인 건전복 대부분 벌크 포장 판매
수산물시장에서 판매 중인 경쟁 제품의 패키지 형태는 모두 벌크
포장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됨. 벌크 형태로 진열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무게 혹은 개수만큼 구매하는 방식인 것으로 판단됨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건전복 제품의 경우에는 소포장 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八珍八美(팔진팔미) 제품의 경우 소비자
의 편의를 위해 지퍼락 형태의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음

유통기한 720일 내외로 추정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건전복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 하지만 ‘FIRST FOODHALL’에서 판매
중인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의 건전복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이
모두 720일인 것으로 보았을 때, 성분차이가 미미한 건전복 제품
의 특성상, 경쟁제품의 유통기한도 720일 내외일 것으로 추정됨

표 3.4 패키지 샘플 (경쟁제품 분석)

벌크포장

중국산 건전복

대만산 건전복

남아공산 건전복

비닐
소포장
(지퍼락)
전복
건전복
八珍八美(팔진팔미)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청도해향달상무유한공사)

출처: 중국 현지 수산물시장 방문조사(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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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조사 데이터
제품 정보
중국 현지 유통 매장 방문 및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조사된 제품
기본 스펙 및 판매 매장 정보
구분

제
품
이
미
지

제
품
스
펙

취
급
처

제품 #1

제품 #2

업체명

확인 불가(중국산)

확인 불가(대만산)

제품명

작은 전복

전복

용량(mL)

500

500

가격(위안)

150

450

포장형태

벌크 포장

벌크 포장

개수1)

400

40

원산지

중국

대만

판매 확인
매장

DONGNAN

DONGNAN

제품 이미지
(앞면)

1) 500g 판매 시 전복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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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조사 데이터
구분

제
품
이
미
지

제
품
스
펙

취
급
처

제품 #3

제품 #4

제품 이미지
(앞면)

青岛海亨达商贸有限公司

업체명

확인 불가(남아공산)

제품명

전복

전복

용량(mL)

500

500

가격(위안)

1200

5200

포장형태

벌크 포장

벌크 포장

개수

9

6

원산지

남아공

중국

판매 확인
매장

DONGNAN

FIRST FOOD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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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해향달상무유한공사)

4. 현지 조사 데이터
구분

제
품
이
미
지

제
품
스
펙

취
급
처

제품 #5

제품 이미지
(앞면)

업체명

八珍八美(팔진팔미)

제품명

건전복

용량(mL)

50

가격(위안)

120(할인 가격 60)

포장형태

지퍼락 형태의 비닐 소포장

개수

9 ~ 11

원산지

중국

판매 확인
매장

Taobao
(www.taba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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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통구조 현황
1. 현지 유통구조 map
2. 유통업체 담당자 인터뷰

1. 현지 유통구조 map

유통구조 유형

설명
현지 조사 결과 건전복 제품의 경우 중국의 대형 마트 등의 일반 소매점에서

수산물 시장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주요 유통 구조를 수산물 소매점으로
선정함
중국 온라인 B2B, B2C 시장의 강자인 알리바바의 등장과 함께 매년 3억 명

온라인 쇼핑몰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구매 플랫폼으로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다
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유통업체 담당자 인터뷰
추천 유통경로 : 프리미엄 슈퍼마켓
인터뷰 대상 및 일시
건전복 수입유통업체 대상
인터뷰 진행(2016년 7월)

Q1. 주로 어떤 경로로 건전복을 유통하는가?
“남아프리카의 건전복을 유통하고 있다. 직수입은 아니고 중국 국내 총 대
리상으로부터 납품받고, 주로 오프라인으로 유통한다.”
중국 건전복 수입유통업체 丹青(Danqing) 深圳市龙华新区优然堂贸易商行
담당자 Mr. Tan과의 인터뷰 中
2016.07

“일본과 남아프리카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다.”
중국 건전복 수입유통업체 广州市瑜慧贸易有限公司
담당자 Mr. Luo와의 인터뷰 中
2016.07

“남아프리카로부터 직접 수입한다. 주로 온라인 위주로 납품하며, 호텔에
많이 공급한다.”
중국 건전복 수입유통업체云南双盛进出口贸易有限公司
담당자 Ms. Yang과의 인터뷰 中
2016.07

Q2. 수입 건전복의 인기는 어떠한가?
“중국에서 남아프리카, 일본산 건전복이 인기가 많다.”
중국 건전복 수입유통업체 广州市瑜慧贸易有限公司
담당자 Mr. Luo와의 인터뷰 中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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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관 및 검역 정보
1. 통관 및 검역 절차
2. HS CODE 및 관세율
3. 통관 및 검역 주의사항
4. 제출서류

※건전복 제품의 통관거부 사례는 조회되지 않아 생략함

통관 및 검역 정보 OVERVIEW
절차

기간

신청

심의

담당 기관

300위안

지정

(품목당)

검험검역기관

2,000위안

통관업무

(최소)

위탁업체

총
기간

10일

통관 전 포장라벨
심의

비용

45일

30일

▼
3일

통관 신고
▼

각 지역 세관

세금 납부
▼
라벨

10일
45일

샘플

검역 심사

위생허가증
라벨합격증

10일

400위안

출입경검험검역국

~ 15일

미만

식품안전감관처

3일

▼
300위안

통관 허가

출처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통관 전 포장 라벨 심의
통관 신고

유의사항
- 중국어(간체) 라벨 작성 필수
- 기존 라벨은 라벨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제출
- 통관업무 위탁업체를 통해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통관 시, 기본/특수/예비 3단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17%의 증치세가 부가됨

세금 납부

- 세관수출입세칙 등의 법규에 근거하여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통관
수수료, 보관비 등 제반비용을 납부해야 세관통관 절차 완료
-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서류심사에 합격한 뒤 통관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세관에

검역 심사

제출해 통관수속을 마쳐야 함
- 수입화물 대조검사, 신고서 내용과 실제화물 부합여부 확인, 허위기재, 위장신고 등
규정위반에 대한 검사 진행

통관 허가

- 심사 및 검역에 합격하고 관련비용 지불 후,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완료

출처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관세 및 세금 OVERVIEW
2016년 중국 HD CODE 0307.89.00 건전복 관세율 정보
HS CODE

품명

관세율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
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
0307

-

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
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89

기타

0307.89.00

기타

한·중 FTA
협정세율 8%

중국 증치세 (부가가치세) 정보

중국에서 HS CODE 1605류의 경우 증치세

13%가 부과되고 있음

TIP_제품 관세율 확인법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확인하거나, FTA 세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중국 사이트의
경우 중국 해관총서의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분류

관세율

사이트명

URL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

www.tradenavi.or.kr

중국 해관총서

www.customs.gov.cn

보다 더 정확한 품목별 HS코드 및 관세율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 FTA콜
센터’ 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분류

사이트명

전화번호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FTA 콜센터

☎ 1380

관세율

1. 통관 및 검역 절차
수입식품 중국 수출 전 준비사항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 수출기업은 위생관리, 원산지 및
제품등록 여부, 판매비준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수입관련 절차는 해당 기업의 중국지사 또는 대리상이 진행할 수 있으나
중국지사나 대리상이 수입권한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관 대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수출상(대리상, 해당 기업 중국지사 및 수출대행기업)은 우선 상품
검사관리국에 수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상 등록신청서·상공업 허가증·
법정대리인 신분증명·대외무역 담당자 신분확인증 등의 복사본 및
원본, 기업안전관리제도 자료, 판매식품 종류, 판매지점, 2년 내 수입·
가공·판매한 식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임
신청서 접수를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라벨 신청과 관련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표 5.1 중문 라벨 심의 기관 정보
라벨심의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 메일주소

북경검험검역국식품검험감독처

www.bjciq.gov.cn

+86-10-5861-9900

상해검험검역국위생감독처

www.shciq.gov.cn

shciqweb@shciq.gov.cn

광동검험검역국위생감독처

www.gdciq.gov.cn

중국검험인증유한공사

www.ccickorea.com

02-6393-5800

출처 :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표 5.2 해외통관 애로사항 문의처
기관
관세청 해외 통관 지원센터

연락처
- 전화 : 042-472-2197

주중한국대사관(관세관)

- 전화 : +86-10-8531-0700

주상해총영사관(관세관)

- 전화 : +86-21-6295-5000

중국 세관

- 전화 : +86-755-843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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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및 검역 절차
Step 01. 통관 전 포장라벨 심의
2011년 4월에 발표한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에는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중문라벨은 보통 수입대행사를 통해 신청함
라벨 심사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1차
심의기간 30일을 포함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5일 정도가 걸림.
라벨심의 비용의 경우 식품은 제품 한 종류당 약 300위안 정도를
지불해야 함

Step 02. 통관 신고
일반 식품이 전체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까지 마치는데 약 한 달 반
(약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절차를
통과하는데 약 3일 정도가 필요하며, 통관 후 중문 라벨 심사에 10일
정도 걸림. 라벨 1차 검사 합격 후 무작위 샘플 추출검사에서 10 ~ 15
일, 위생허가증과 라벨합격증을 받는데 3일이 소요됨
표 5.3 라벨 심사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수입 식품라벨 심의 신청서
- 식품라벨의 설명 및 사용증명자료
- 식품라벨상의 표식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식품 생산 공정, 라벨상의 수치근거(검험기구의 검험결과서, 품질분석 보고) 및 검험방법
- 안전성 여부의 평가자료
- 효능성분 및 상관 증명자료 및 검험방법
- 생산국에서 발행한 제품의 생산, 판매허가증 및 위생허가증(혹은 문건)
- 컬러 프린트한 식품라벨 견본 8부(원문과 중문, 단, 라벨견본 제출이 힘든 경우 사진으로 제출)
- 식품 샘플
- 수출국의 식품라벨에 관한 규정, 기존 라벨은 라벨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제출
출처 :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표 5.4 통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본 : 상품명세서(INVOICE),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
- 특수 : 국가질량검험검험검역총국 식품검역소 발급 “ 식품위생검역증서”
- 예비 : 수출입계약서, 식품원산지증명서, 수입회사사업자등록증 등
출처 :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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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및 검역 절차
Step 03. 세금 납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에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음
- 식품 검역비용은 일반적으로 400위안을 넘지 않음
- 수출입 식품라벨의 경우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은 2년
- 통관비는 300위안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0.0045%로 부과됨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 ~ 28㎥)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
- 라벨 심사 대행비의 경우 수입 가격의 1% 내외로, 최소 2,000위안

Step 04. 검역 심사
검역 심사 시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국가 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수입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도 검역국에서 제품과 라벨을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세관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음. 반입된
제품은 우선 검사검역기관에서 현장 위생검사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 샘플검사가 진행됨
샘플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을 위주로 진행됨. 샘플 검사 대상 제품을 이외의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라도 사용이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위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이
라벨2)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표 5.5 검역 심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 청구서 · 패킹리스트 · 출고증
- 수출국 관련 법률규정 · 쌍무협정 증빙자료 등 국가 검역기관에 제출용 증빙자료
- 수입식품라벨견본 및 번역본
출처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2014

2) CIQ 인증 : 수입통관 시 국가출입국경검사검역국에 의해 수입검사가 진행되며 검사에서 통관하면 인증라벨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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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 CODE 및 관세율
HS CODE 0307.89.00 건전복 FTA 협정관세 8%
실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HS CODE 0307.89.00인 건전복은 기본 세율 10%이며

2015년 12월

한·중국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양허유형 103)에 해당하는 품목
으로 2016년 기준 관세 8%가 부과됨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증치세(增値稅, value added tax)라고 이르며,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음. 수산물의 경우에는 13% 또는
17%가 적용되고 있음.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증치세가 13%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5.6 건전복 HS CODE 분류 및 관세
국가

HS CODE

2015년

품명

(기준관세율)

0307.89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
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기타
0307.89 中 건조한 것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
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기타

0307.89.00

기타

0307
한국
0307.89
0307.89.2000

0307
중국

-

-

한·중 FTA
협정세율 8%

출처 : TradeNAVI(www.tradenavi.or.kr)

표 5.7 한・중국 FTA 관련 정보
의의

추진현황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협상개시

2012년 8월 6일 선언

정식서명

2015년 5월 5일

발효

2015년 12월 20일

출처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FTA(www.fta.go.kr)

3) 양허유형 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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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관 및 검역 주의사항
중국 수산가공식품 통관 및 검역 주의사항
중국은 수산가공식품도 일반 가공식품 통관절차에 포함되고 있어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한 동물검역, 식품위생검사 등이 진행됨.
검사는 중국 각 지역의 수출입 검역국이 실시함
단,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정한 ‘수출입 수산품
검험검역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은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수산식품위생증명’이란 중국 해외식품 공장등록제 대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에 한하여‘식품위생법’ 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생산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4)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위생당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의 통관검역 시 포장, 라벨, 규격
등에 대한 요구조건보다는 위생, 품질, 신선도가 검역 통과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표 5.8 중국 수입 패류 중금속 함량 기준
종류

제한량(Mls)/(mg/kg)

카드뮴(cd)

2.0

납

1.0

철(Fe)(단, 통조림의 경우에만 해당)

70

비소

0.5

수은(Hg)(수산물의 경우)

0.5(신선상태)

크롬(수산물의 경우)

2.0

출처 : Ministry of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Max levels of contaminants in food’
2012.11, aT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 수입제도_중국’, 2012

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5-25호,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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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통관신고서
: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하고 그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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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검역신고서
: 중국 내 검역 및 제품 검사, 위생 검사를 위한 신고서로 신고자명, 연락처 정보 등을 기재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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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검역신고 위탁서
: 수출입화물수화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검역신고를 수속함을 증명하기 위해 검험검역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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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수입 영수증
: 수입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화물명칭, HS CODE, 원산지, 중량 등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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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포장 명세서
: 포장 내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함

- 37 -

4. 제출서류
원산지 증명서
: 수출 상품이 해당 산지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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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라벨링 정보
1. 라벨 표기사항

※ 조사한 상품 대부분이 라벨링 미부착 상태로 판매 중이기 때문에
라벨링 사례를 통한 설명은 생략됨

라벨링 정보 OVERVIEW
건전복 라벨링 표기사항
항목
표기 언어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설명
구성 성분
순 중량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등의 상호 및 주소
원산지
생산일, 유통기한

설명
중국어 간체자, 외국어 병기 가능
표장용기의 표면적이 35㎠보다 큰 경우,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
이상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명칭 표시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 기록
순 중량 및 소포장 식품 개수 함께 기재
중국 내 수입자, 유통자, 대리인 등은 상호 및 주소, 연락처 정보
원산지 국가명 반드시 기재
국가표준 규정 또는 년, 월, 일 순으로 표기

영양성분표 및

식품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기재

강제표기사항

4대 핵심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열량(에너지) 표기
출처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 조사한 상품의 라벨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라벨링 예시 이미지 생략됨

1. 라벨 표기사항
중국 식품, 사전포장 식품 라벨 통칙에 따라 제작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는 2012년 4월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른
‘사전포장 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을 시행하고 있음
‘사전포장 식품 라벨 통칙’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단어가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함. 중문과 영문을 병기해서 사용할 경우 모든 외국어 표기는
상표를 제외하고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면 안 됨
또한 라벨은 식품이나 해당 포장재(용기)와 분리해서는 안 됨. 사전포장
식품의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을 위한 일자 표시는 절대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 하거나, 보충 인쇄, 수정을 할 수 없음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중국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함. 단
생산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는 표시하지 않음
배합원료표는 식품 가공 및 제조 시, 많이 첨가된 원료 순서로 하나씩
나열해야 함. 첨가량이 2%를 넘지 않는 배합원료는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아도 됨
배합원료가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
원료일 경우, 배합원료를 괄호 안에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함
표 6.1 중국 라벨 표기사항 상세
항목
1

식품명

2

배합원료표

3

내용량 및 규격

4

생산자 및(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

6

보관조건

7

원산지

설명
라벨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전용 명칭을 분명하게 표기
각종 배합원료는 식품 가공 및 제조 시,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하나씩 나열
내용량, 숫자 및 법정 계량 단위
법적 책임을 지는 생산자나 중개 판매자의 연락처 항목
식품의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을 분명하게 표시
사전포장 식품 라벨은 보관 조건 표시
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표시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www.nhfp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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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1.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2.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www.customs.gov.vn

3.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4. Global Trade Atlas

www.gtis.com/gta

5. TradeNAVI

www.tradenavi.or.kr

6.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www.nhfpc.gov.cn

7.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www.sda.gov.cn

8.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www.aqsiq.gov.cn

9.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FTA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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