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장 진입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국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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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통합 가속화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중국은 빠르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밝은 미래에 이끌려, 점점 더 많은 국내외의 투자자, 유명 브랜드 업체, 유통업체 및 
공급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접근 과정에서 부적격 제품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그 결과 경제적 손실과 브랜드 가치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국가 품질 감독 시스템 및 
표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국 국가 감독 제도
중국 국가 질검 총국

중국 국가 질검 총국 (약칭 “AQSIQ”)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사, 출입국 위생 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 식품 안전, 인증/인정 및 표준화를 
감독하고, 행정법 집행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입국 관리, 세관 검사, 검역소

출입국 관리, 세관 검사, 검역소 (약칭 “C.I.Q”)은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책임 영역은 
상품, 사람, 차량, 컨테이너, 여행 가방 및 우편 소포, 사람, 
동식물의 안전 및 위생 검역을 확실히 하고 상품의 품질을 
보장 위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품질 및 기술 감독국

현지의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는 샘플링, 검사, 이의에 대한 
응답 및 시험 결과 발표를 포함한 현장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수행하며, 행정 구역 내 현장 검사의 
후속 업무를 처리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공상 행정관리국과 
지방 공상 행정관리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의 
주요 책임 업무는 유통되는 상품 및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 관리하며 불공정 경쟁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소비자들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의 품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및 국가 표준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섬유 및 의류는 국가 차원에서 시장 현장 검사와 
감시의 대상을 받는 주요 분야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브랜드는 국가가 정한 의무 기준 및 요구 사항, 그리고 
중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품 표준에 직면하여  
종종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며,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느냐가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UL은 고객을 어떻게 도울까요?

UL과 고객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동안 위험을 평가하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며 섬유 및 의류의 품질,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원자재 선택에서 완제품 검사에 
이르기까지, UL은 제품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값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 
시장에서 바람직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업계의 리더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UL은 소비재 및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섬유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이 목표 
시장에서 급히 제품을 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UL은 국제적인 
테스트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UL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서비스

적합성 평가를 위한 중국 국가 인증 서비스(CNAS)
및 중국 계측 인증(CMA) 보고서 발행

제품 테스트

화학물질 관리

섬유 식별

취급 시 주의 사항 및 라벨 검토

어린이 의류에 대한 위험성 평가

비즈니스 표준 설정

첨단 실험 장비를 통한 섬유 및 기타 제품의 테스트

풍부한 경험의 기술팀

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훌륭한 고객 서비스



섬유 제품에 대한 중국의 의무 국가 표준 GB18401은 섬유 제품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의무 표준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섬유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 국가 품질 감독의 필수 기반입니다.

GB18401-2010 의 기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유 제품에 대한 기본 안전 사양

제품 유형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유아용 제품은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및 카테고리 C
로 분류됩니다.

제품 적합성을 위한 
라벨링 요구사항

항목 테스트 방법 Cat. A Cat. B Cat. C

포름알데히드 함량(mg/kg) ≤ GB/T 2912.1 20 75 300

PH(산성도) GB/T 7573 4.0-7.5 4.0-8.5 4.0-9.0

색상 견뢰도(등급) ≥

내수성(변색 및 착색) GB/T 5713 3-4 3 3

산성  땀 저항성(변색 및 착색) GB/T 3922 3-4 3 3

알카리 땀 저항성(변색 및 착색) GB/T 3922 3-4 3 3

건조 마찰 저항성 GB/T 3920 4 3 3

타액 저항성(변색 및 착색) GB/T 18886 4 - -

특이한 냄새 GB 18401  6.7 해당없음

분해성 발암성
방향족 아민 염료

GB/T 17592
GB/T 23344

검출금지

https://www.ul.com/


니트 제품

직물 제품

스웨터 제품

제품명 & 섬유 및 의류 표준

자세한 정보는 James.Lim@ul.com (02-2009-9247) 으로 문의하시거나, 
여기로 방문하십시오. https://korea.ul.com/consumer-and-retail/

니트 티셔츠
니트 스포츠웨어
니트 캐주얼 의류
유아 니트 의류
니트 드레스 및 스커트 정장
면 니트 의류
니트 인조가죽 의류
실크 니트 의류
면 니트 속옷
폴리에스테르 니트 속옷
니트 수영복
니트 트랙슈트
니트 모자

남성 정장 및 코트
여성 정장 및 코트
정장 바지
바람막이
실크 의류
면 의류
셔츠
안감 및 면 충진 의류
자켓
청(Jean) 의류
유아 의류
다운 충진 의류
기계 직조 스카프 및 숄
잠옷

저함량 울 및 인조 울 니트제품
울 니트웨어
캐시미어 니트웨어

GB/T 22849 - 2014
GB/T 22853 - 2009
FZ/T 73020 - 2012
FZ/T 73025 - 2013
FZ/T 73026 - 2014
GB/T 26384 - 2011
FZ/T 73028 - 2009
FZ/T 43015 - 2011
GB/T 8878 - 2014
FZ/T 73024 - 2014
FZ/T 73013 - 2010
FZ/T 73017 - 2014
FZ/T 73002 - 2016

GB/T 2664 - 2009
GB/T 2665 - 2009
GB/T 2666 - 2009
FZ/T 81010 - 2009
GB/T 18132 - 2016
GB/T 2660 - 2008
FZ/T 81003 - 2003
FZ/T 81007 - 2012
FZ/T 81008 - 2011
FZ/T 81006 - 2007
FZ/T 81014 - 2008
GB/T 1427 - 2011
FZ/T 81012 - 2016
FZ/T 81001 - 2016

FZ/T 73005 - 2012
FZ/T 73018 - 2012
FZ/T 73009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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