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SC(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관련 사업 참고 자료  
아동용 제품:   CPSIA(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은 아동용 제품(cpsc.gov/childrensproduct)의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 하여금 CSPC 지정 제 3자 시험소(cpsc.gov/labsearch)가 시행한 검사의 통과여부를 바탕으로 
“아동용 제품 인증”(cpsc.gov/cpc)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우선 제품 사용자의 
연령대를(cpsc.gov/childrensproduct)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 연령대를 결정한 후,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시험할  일련의 검사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 요건은 제품의 사용 연령대, 제품의 물리적 및 기계적 
속성그리고 제품의 생산자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반대 면에 있는 귀 업체에 해당되는 공통 요구사항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용 제품의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과 포장에 필수 영구 추적 정보(cpsc.gov/trackinglabel)를 
표기하도록 해야합니다.  
 
일반용 제품 및 비아동용 제품:   CPSIA는 비아동용 제품(cpsc.gov/generaluse)의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로 
하여금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이  시행 중인 제품에 있어 시험 또는 합리적인 시험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일반 
안전 인증” (cpsc.gov/gcc)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면에 있는 귀 업체에 해당될 수 있는 공통 요구사항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용 제품과는 달리, 제품을 시험하거나 합리적인  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 CPSC 지정 시험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제품에 추적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의무:   귀 업체의 제품이 CPSC규칙이나 규정, 표준 또는 CPSC가 시행하는 어떤 법에 의한 금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이미 시험과 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이라도, 귀 업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업체의 제품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보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i) 제품에 결함이 있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그 외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경우;  

(ii) 제품이 어떤 규칙, 규정, 표준 또는 CPSC가 시행하는 판매 금지나 기타 다른 관계 법령을 따르는 데 
실패하였을 경우; 

(iii) 어린이가 사용해서 질식하였고, 그 결과 해당 어린이가 사망하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상당 시간 
동안 호흡이 멈추었거나, 전문 의료인의 치료를 받은 경우; 

(iv) 위원회가 제품의 특별하고 상당한 유해성을 이미 지적한 경우(예: 아동용 의류의 웃옷에서 잡아당기는 끈이 
있는 경우 또는 헤어드라이어가 물속에 잠겼을 때 자동 전원 차단 장치가 없는 경우); 또는  

(v) 해당 제품이 어떤 형태의 소송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확한 법적 보고 요건 사항은 cpsc.gov/reporting을 
참조.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귀 업체는 항상 귀 업체 보고내용, 온라인상 상품평 및 누구나 접속하고 
검색할 수 있는 CPSC 웹사이트 www.SaferProducts.gov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제품의 안전 보고서와 동종 경쟁 
업체 제품의 안전 보고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 면 

 
 

소규모 사업체  

고충처리국 
 
WWW.CPSC.GOV/BUSINESSEDUCATION 

 
문의 사향 연락처:  

WWW.CPSC.GOV/SMALLBIZ/CONTACT  
 

이 안내서 다운로드 사이트: 
WWW.CPSC.GOV/DESKTOPGUIDE 

 
전화번호:  (301) 504-7945 

 

  트위터: @CPSCSMALLBIZ 
 

 이메일 업데이트:  
WWW.CPSC.GOV/EMAIL 

 
 

제품 안전에 관한 최신 내용은? 
아래를 사용  

CPSC 규정 로봇 안내: 
 

 
             

https://business.cpsc.gov 
 

http://www.cpsc.gov/childrensproduct
http://www.cpsc.gov/labsearch
http://www.cpsc.gov/cpc
http://www.cpsc.gov/childrensproduct
http://www.cpsc.gov/trackinglabel
http://www.cpsc.gov/generaluse
http://www.cpsc.gov/gcc
http://www.cpsc.gov/reporting
http://www.saferproducts.gov/
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
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
http://www.cpsc.gov/SmallBiz
http://www.cpsc.gov/PageFiles/132073/desktopguide.pdf
http://twitter.com/cpscsmallbiz
http://twitter.com/cpscsmallbiz


 
어린이용 제품의 실질적 핵심 안전 규정   아동용 제품의 주요 형식적 필요사항  
인증이 필요한 적용 규정의 전체 목록:  www.cpsc.gov/certify  (오른쪽 위 클릭) 필수 제 3자 시험사에 의한 검사:  

정기적 및 원자재 변경 검사 포함  
www.cpsc.gov/testing  

전체 납 성분 (기질): 
100ppm 

www.cpsc.gov/lead 
 

검사 및 인증 조건에 관한 지침, 정기적인 재검사(통상 일 년에 한 번) 및 제품에 어떠한 
원자재 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함.  

페인트 납성 분 및 표면 코팅: 
   90ppm 

www.cpsc.gov/leadinpaint 제조업체는 원자재 조달 업체가 시행한 부품 검사 결과에 의지할 수 있음. 단, 
그러한 검사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작은 부품 요구 조건: www.cpsc.gov/smallparts CPSC가 승인하는 검사 기관 위치 확인:  
 

www.cpsc.gov/labsearch 

(작은 부품을 포함한 제품 중 3세 미만의아동용 제품은 판매 금지;  
작은 부품을 포함한 제품 중 3~ 6세까지 아동용 제품은 경고 라벨 부착) 

유의 사항: 아동용 제품은 반드시 CPSC지정 제 3자 시험사에서 검사해야 함. 귀 업체의 
제품가 다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귀 업체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시험사를 찾기 위해 
여러번 검색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음.  

장난감 안전 표준(장난감 제품)): www.cpsc.gov/toysafety 아동용 제품 인증 (CPC): www.cpsc.gov/cpc  
ASTM F963-11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아동용 제품 소매업자와 유통업자에게 CPC를 발급하고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함..  
프탈레이트 금지 (일부 장난감 및 보육 물품): www.cpsc.gov/phthalates 영구 추적용 라벨: 

제품과 포장에 부착해야 함. 
www.cpsc.gov/trackinglabel 

유아 및 보육용 내구성 제품: 
유아용 침대, 바구니 침대, 유모차,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높은 의자 및 기타 유사 
품목 

www.cpsc.gov/durableinfantproducts 비 아동용 제품의 주요 실체적 필요사항 

-  제품 등록 카드 필요사항: 
 

www.cpsc.gov/productregistrationcard 규제 품목 명세표 :  
일반적인 비 어린이용 전체 제품 중, 일부 
품목은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이 적용됨.  

  www.cpsc.gov/certify 
              (오른쪽 위 클릭) 
   www.cpsc.gov/table 
   www.cpsc.gov/FHSA 
 

유해 물질:  
미국 연방 유해 물질법(FHSA)은 아동용 
제품에 유해 물질을 금지함.   

www.cpsc.gov/FHSA 일반 안전 인증 (GCC):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규제 품목의 소매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반드시 GCC를 발급해야 함.  

www.cpsc.gov/gcc  

소규모 제조업체군:  
$1백만 미만의 매출액 및 추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군  

 www.cpsc.gov/smallbatch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검사 및 정상적인 검사 프로그램  www.cpsc.gov/generaluse 

 
 
 CPSC 관련 사업 참고 자료   

소규모 사업체 고충처리국 
언제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HTTPS://BUSINESS.CPSC.GOV 

 

지침 조회 
WWW.CPSC.GOV/RECALLGUIDANCE 

소매업자의 책임 
WWW.CPSC.GOV/RET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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