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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안전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설비 중 위험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설비 사용 시 사고발생

으로 사용자의 희생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위험시설로 부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검정제도가 2009년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타법은 물론 국외에서도 안전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9년이 경과하면서 재해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

안전인증제도 전환, 2013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대폭 변경 등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안착되기에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국외의 CE마크 

인증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안전인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조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 수입품에 대한 완화된 안전인증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외 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본체와 일체화 되어 제조자가 함께 제조하는 방호장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과 결합하여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을 CE마크 인증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인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인증제도에 있어서 피규제자의 불편 해소 및 규제에 대한 순응성 향상과 국내·외

제조자의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 전체의 인증제도가 통합되는 국가통합 인증제도가 시행

되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증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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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산업발전과 더불어 산업재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작업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선박 사고를 대비하여 선주들끼리 계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선주에게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고 점차 보험사에서 선박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능이 검증된 선박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또한, 보일러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되자 사업주들이 폭발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였고, 보험사는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일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보험사가 주체가 되어 안전성능을 검사한 후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 것이 

인증제도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급격한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화학

공업과 중공업, 철강, 자동차 공업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위한 

부수적인 산업도 함께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산업기계의 사용이 증가되고,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산업발전, 성장우선의 정책에서 인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91년부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제도를 시행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하고, 제조단계

에서는 제조자가 설계�완성�성능검사를, 사용단계에서 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984년부터 안전모 등 보호구에 대하여 성능검정제도가, 1989년에는 안전밸브 등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검사�검정 대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는 검사�검정제도 중 제조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완성�성능검사 및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사용단계에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자체검사와

통합하여 안전검사로 전환되었다. 이 중 안전인증은 의무인증인 KCs마크 안전인증, 임의인증인

S마크 안전인증과 제조자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한 후 KCs마크를 취득하는 자율

안전확인신고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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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는 시행된 지 9년이 지나오면서 재해감소에 효과적인 것

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2009년 안전인증제도 전환, 2013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대폭 변경 등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안착되기에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타법에 따른 인증제도와 국외 인증제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안전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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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1. 위험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제도 도입 경과

1.1. 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한 단계별 규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로 관리하며, 사용단계에서는 안전검사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수행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안전인증은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가 직접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만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사용단계의 규제는 없다. 방호장치는 위험기계�기구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방호

장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안전검사를 수행하기는 어렵고,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안전

밸브 등과 안전검사 대상의 구성품인 경우 안전검사 시 함께 안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보호구는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과 같이 소모품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단계의

안전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제조단계와 사용단계를 구분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표 2-1>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와 방호

장치�보호구의 시기별 관리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한 규제 제도

시기 제도명 평가주체 대상

제조단계
안전인증 안전인증기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보호구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

사용단계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위험기계�기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사용자

1.2. 안전인증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대상품에 대하여 제조

단계에서 안전성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프레스 등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단계별 심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인증(KCs마크)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품이 아닌 산업기계 및 부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안전인증인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큰 범주에서 안전인증의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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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의 변천 내역

안전인증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설계�완성�성능검사,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제도 및 S마크 안전인증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의 <표 2-2>는 개략적으로 안전

인증제도의 변천과정을 나타낸다.

<표 2-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변천 내역

시기 제도 변천 내역

’84. 6.11
￭ 보호구 성능검정제도 도입

- 안전모 등 3종

’87.10. 1
￭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 도입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9종

’91. 7. 1
￭ 위험기계�기구 설계·완성·성능 및 정기검사제도 도입

- 크레인 등 7종

’97.10.16
￭ S마크 안전인증제도 도입

-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

’09. 1. 1

￭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검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설계검사→완성�성능검사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제품심사→확인심사

�자율안전확인신고

- 위험성평가→신고

⇒

성능검정

【 방호장치�보호구】

�성능시험

’13. 3. 1

￭ 안전인증 대상 확대

- 절곡기�곤돌라�기계톱(3품목) 추가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대폭 변경

- 원심기 등 3품목 → 연삭기 등 2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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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

1.3.1.1.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의 도입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성능검정 제도가 규정되었다. 1984년 7월, 안전모 등 보호구 3종을 대상으로 보호구에 대한

검정이 시작되었고, 1987년에는 보호구 5종이 대상에 추가되었다.[1]

      방호장치 성능검정은 1987년, 9종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7월에는 방폭전기기계·기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가설기자재 등 8종이 검정대상으로 추가

되는 등 검정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방호장치 14종, 보호구 11종 등 총 25종의 

제품에 대해 성능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2-1은 당시 성능검정 합격마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능검정 대상은 표 2-3과 같았다.[1]

[그림 2-1] 성능검정 합격마크[1]

<표 2-3> 성능검정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구   분 성  능  검  정  대  상

방호장치

-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수동대패 칼날접촉예방장치

-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 연삭기 덮개

-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안전기      - 가설기자재

-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보호구

- 방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송기마스크

- 안전모       - 안전대        - 안전화     - 안전장갑   - 보호복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보안경     - 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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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 변천 내역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으로부터 상해 등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방호장치와 분진, 화학물질 등 물리�화학적인 유해�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 안전성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던 시기였다. 표 2-4는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의

주요 변천 내역을 나타낸다.

<표 2-4>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 주요 변천 내역[1]

구분 주요추진경과

1981. 12. 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성능검정제도 도입

1984. 6. 11 보호구 성능검정 시작

1987. 7. 1 보호구 5종에 대한 성능검정 추가 확대

1987. 10. 1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시작

1989. 2. 26 노동과학연구소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성능검정 업무 이관

1991. 12. 28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시작

1992. 7. 15 방폭 전기기계·기구 성능검정 시작

1.3.1.3.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 제도

      성능검정은 신규검정, 재검정, 수거검정, 시험(예비)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각 검정

종류별 세부내용은 표 2-5와 같으며, 현재의 안전인증제도와 주요 차이점은 재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검정이라 함은 검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성능검정을 

받게 하는 것이다.

<표 2-5> 성능검정 종류

구   분 검    정    대    상

신규검정 신규 생산품에 대하여 형식별로 재질, 구조, 성능 등을 검사

재 검 정 유효기간이 도래된 제품에 대한 형식별 재질, 구조,  성능 등을 검사

수거검정

불량품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매년 임의 수거하여 시험

을 통한 기준 만족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 제품수거, 합격취소 등 행정조치

※ 공단 : 제품수거, 수거제품 시험 및 결과통보

시험검정 신제품 개발 또는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부분품에 대한 일부 시험항목 시험

예비검정 신제품 또는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완성품에 대한 사전 성능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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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위험기계·기구 검사

1.3.2.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제도의 도입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공업화와 함께 공업생산기반의 확충,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규모 확대와 함께 사업장에 설치되는 위험기계

�기구는 복잡, 다양화 및 대형화 되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이 점차 증대되었으며, 

해당 설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1]

      정부는 그 동안 성장우선, 생산우선 정책기조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인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3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제도를 마련하였다.[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17종 중 재해발생률이 높으며 동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공기압축기, 보일러 등 7종에 대해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설치하는 자는 제작 전 설계검사, 제작완료 후 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사용단계에서는 사용하는 자가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당시 검사대상 및 적용범위는 표 2-6과 같다.[1]

<표 2-6> 검사제도 시행 당시 대상품 적용범위[1]

검사대상품 검사적용범위

크레인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것

리프트 승강로 높이가 31미터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것

승강기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압력용기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

압력(단위 : 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프레스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압력능력이 3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공기압축기
토출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토출량이 매분당

1입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보일러 KS B 6233(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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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변천 내역

      1991년, 검사제도 시행 당시 7종이었던 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은 이후 재해 다발 위험

기계를 검사대상품에 추가하고, 재해위험도가 낮은 검사대상품을 제외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1]

      리프트는 재해가 계속 증가하여 1994년 3월, 리프트의 검사적용 범위를 승강로 높이 18미터

이상,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검사제도 이후 재해율이 감소하는 등

검사의 필요성이 낮아진 공기압축기는 검사대상품에서 제외하였다.[1]

      1993년 6월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압력용기 정기검사 

범위가 사용압력 0.2kgf/㎠에서 2kgf/㎠으로 완화되었으며, 1997년 5월에는 법정검사를 받아

오던 리프트와 프레스의 정기검사를 면제하였다.[1]

      또한, 199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0년 이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크레인 및 프레스의 검사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크레인은 정격하중 3톤 이상에서 

0.5톤 이상 크레인으로, 프레스는 압력능력 30톤 이상에서 모든 프레스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단기와 롤러기가 검사대상에 추가되었다.[1]

      당시 검사대상은 표 2-7과 같고, 2005년 1월부터는 재해가 빈발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대해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1]

<표 2-7> 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1]

검사대상품 검사적용범위

크레인 정격하중이 0.5톤 이상인 크레인 및 호이스트

리프트 적재 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승강기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탑승교 및 주차용승강기를 포함한다.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 등으로 사용압력의 값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kgf/㎠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P)과 용기 내용적(V)의 곱이

1이상인 것. 즉, (P)kgf/㎠ х (V)㎥ ≧1.

프레스(전단기)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프레스(전단기)

보일러 KS B 6233(육용 강제보일러의 구조)의 1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로울러기
로울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것으로서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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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마크 안전인증

1.3.3.1. S마크 안전인증제도 도입 배경

      1990년대 산업기계는 점차 고속화·대형화되고 있고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화가 이루어

지면서 잠재된 위험과 사고발생 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소수의 규제대상 

기계�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안전요건이나 품질의 확보대책 없이 누구나 생산�판매�사용할

수 있었다.[1]

      이 때문에 위험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기구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되고

중대 사고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1]

      기계�기구를 설계�제작�사용함에 있어서 Fool-proof(실수방지)와 Fail-safe원리(오작동을

위한 안전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제조 원가문제와 안전의식의 결여 및 안전기술의

부족 등으로 기계�기구 및 설비에 있어서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다.[1]

      이에, 1997년 11월 1일,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류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S마크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1]

      당시 S마크 안전인증에는 프레스 등 설계·완성·성능검사 대상도 포함될 수 있었고,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는 설계·완성·성능 검사가 면제되었다.[1]

      S마크(안전)인증의 주요 타겟은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S마크 안전

인증은 현재의 안전인증 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는 최초의 제품인증

제도이자 선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인증제도는 제품 자체 뿐 만 아니라 생산�품질

관리 과정까지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품에 안전(Safety)을 상징

하는 S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인증제도이다. S마크는 그림 2-2와 같다.[1]

[그림 2-2] S마크 안전인증 마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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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된 후 S마크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대상품으로는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제품의 검사장비 및 안전부품류 등이다. 그림 2-3은 대표적인 

S마크 안전인증 대상품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장비 라이트 커튼

[그림 2-3] S마크 안전인증 대상품(예시)[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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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S마크 안전인증기준

      S마크 안전인증 기준의 체계는 표 2-8과 같이 필수기준, 공통기준, 개별 제품기준으로 

구분된다. 필수기준은 산업용 기계�기구 설계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안전보건

요건을 규정한 기준을 말하며, 공통기준은 필수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된 세부적인 

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개별 제품기준은 특정제품에 대해 정해진 안전기준이다.[1]

<표 2-8> S마크 안전인증의 기술기준 체계[1]

구 분 세   부   사   항

필수기준 ▶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인증필수기준

공통기준

▶ 기계안전일반(Guard, 안전거리, 안전틈새, 소음, 표면온도)

▶ 전기안전분야(비상정지, 제어시스템 안전 등)

▶ 전자파적합성(EMC)           ▶ 작업환경(국소배기 등) 

▶ 인간공학적 설계원칙         ▶ 화공안전(위험물질 취급)

▶ 기타(안전표지, 사용설명서 작성 기준 등)

개별기준

▶ 산업용 로봇(EN775)          ▶ 검사측정장비(EN61010)

▶ 레이저 장비(EN60825-1)      ▶ 표면세척기(prEN12921-1)

▶ 기타 

      S마크 심사의 주요 심사관점은 설계�제작 시 안전원칙 즉, Fail Safe와 Full Proof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영여부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표 2-9와 같이 기계안전�전기안전�산업보건�인간공학적 설계여부�, 화학적 안전 그리고 사용

설명서의 적합 여부 등 여러 세부 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다.[1]

<표 2-9> 분야별 S마크 심사 세부항목[1]

분  야 세 부 항 목

기계안전 안전틈새, 안전거리, 보호가드, 방진, 소음 등

전기안전 충전부 방호, 접지, 제어시스템 구성, 비상정지장치, 인터록, 전자파 적합성 등

산업보건 MSDS, 국소배기장치, 자외선�레이저�방사능�고온 노출 대책

화공안전 유해물질 누출 방지�차단�감지 시스템

인간공학 작업 용이성 및 오조작 최소화, 정비�점검용이성, 시각�청각  신호 등

사용설명서 한글사용, 책임한계 구분, 제품사용 전과정 포함, 올바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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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마크 인증심사에는 대상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이 적용된다. 특히, 대부분 기계

장치에 전자제어방식이 채택되기 때문에 전자파 노이즈에 의해 오작동 우려가 증가하여 S마크

인증 시에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전자파 적합성시험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1]

      표 2-10에서는 S마크 안전인증 심사의 세부내용을 나타내며, 표 2-11은 전자파 적합

성시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0> S마크 안전인증 심사 세부내용[1]

구   분 세  부  사  항

전기안전 절연저항, 내전압, 접지연속성, 잔류전압, 전자파 적합성시험

기계안전 소음, 진동, 충격, 온도, 압력, 재질시험, 기밀시험, 비파괴시험 등 

기  타 국소배기장치 성능시험 등

<표 2-11> 전자파 적합성시험 대상[1]

구   분 대       상

전자파 

장해시험

(EMI)

▶ 산업용 전기유도 가열기, 산업용 고주파가열기, 고주파 용접기(RF-EXCITED 

WELDER) 등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가공작업 기계류

▶ 방전가공기, 전기용접기 등 가공작업 중 아크 또는 스파크를 발생

시키는 기계류

▶ 기타 신청인이 전자파 장해시험(의뢰시험)을 희망하는 기계�기구

전자파 

내성시험

(EMS)

▶ 산업용 로봇(산업용 로봇을 내장한 경우도 포함)

▶ 자동제어(NC 또는 CNC) 방식 공작기계

▶ 무선리모콘 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 전자제어회로를 내장한 방호장치

▶ 무인운반장치(전기�전자력을 동력으로 이용한 것에 한함.)

▶ 기타 신청인이 전자파 내성시험(의뢰시험)을 희망하는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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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인증제도(KCs마크)의 도입

1.4.1. 안전인증제도 도입의 국가적 배경

    2009년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우리나라에는 총 70여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정부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국가 간에도 상호 인증이 되지 않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대두되어 국가적으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19] 그림 2-4에서는 여러 가지의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나타냄

[그림 2-4]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19]

    표 2-12와 같이 외국에서도 CE마크 등 인증마크 통합사례가 있으며, 현재 KC마크를 사용

하는 우리나라의 법정의무인증제도는 표 2-13과 같다.

<표 2-12> 해외 인증마크 통합 사례[19]

구분 마크 국가 시기

CE EU
1993년부터 EU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

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

PS 일본
2003년부터 전기제품 공산품에 대해 PS마크(제픔안전마크)로 단일화

하여 사용

CCC 중국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

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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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
품질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인증, 자율안

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

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수문조사 기기검정 하천법

11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2 국토교통부 벽체차음구조 인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3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축정기기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14 환경부 정수기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5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
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전파법

17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 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재의 

성능인증
해양환경관리법

20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2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3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검정증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표 2-13> KC마크를 사용 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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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안전인증제도의 도입 추진경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08년까지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제작 및 사용의 각 단계에서 제작·안전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검정제도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 검사·검정 제도는 국제적 추세에 뒤떨어지고,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시작과 함께

인증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또한, 성능검정 합격 이후에는 형식변경이 불가하여 형식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해서 제조업체의 수검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제도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1]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제적, 국가적 추세에 맞게 움직이고, 기존 제도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자, 안전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안전인증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표 2-4에서는 안전인증제도 도입 추진경과를 나타내며, 

그림 2-5는 검사�검정 통합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4> 안전인증제도 도입 추진경과[1]

시   기 내          용

2005년 7월 검사�검정제도 개선방안 기본계획 수립(노동부)

2006년 2월 검사�검정제도 개선 추진반 구성�운영(노동부, 공단)

2006년 5월 검사�검정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실시(노동부, 공단)

2007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규제심사

2007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07. 7. 27. 법률 제8562호)

2007년 10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개정

2009년 1월 안전인증제도 시행

기존

검  사 검  정

개별제품의 설계검사, 
성능 또는 완성검사

개별제품의 성능시험

개선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품의 안전성능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규제의 합목적성 제고

[그림 2-5] 검사�검정 통합 개념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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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검사�검정제도와 안전인증제도 비교

구 분 검사�검정제도 안전인증제도

의무여부 의무
의무

※ S마크 안전인증 제외

대  상
위험기계�방호장치�보호구 중

검사�검정대상

검사�검정대상 + 추가 위험기계�방호장치� 보호구

※ 기존 검사�검정대상은 강제인증 대상

판정기준 제품성능 제품성능 +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사후관리
유통제품 수거검정

(매년 및 수시)
제조업체 인증기준 유지여부 확인 (매년)

    안전인증제도는 기존 제품에 대한 안전 성능만을 확인하던 검사�검정제도에서 제품의 안전

성능은 물론,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

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유통�사용 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었다.[1]

    표 2-15는 검사�검정제도와 안전인증제도를 비교한 것이며, 기존 제품성능 위주에서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까지 실시하는 것이 큰 차이이다.

    이 가운데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안전인증 대상품이 아닌 산업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해서 품목별 재해발생 위험성 및 재해발생시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였다.

    한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취득 제품에는 그림 2-6의 KCs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KCs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Korea Certification)에 안전(Safety)을 의미하는 s를 더하여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는 의미의 마크이다.[1]

[그림 2-6]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KCs 마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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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 종류 및 절차

2.1.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 및 보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인증

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의 의무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성 검증

절차이다.

2.1.1. 안전인증 대상

    안전인증 대상품은 위험기계‧기구 11종, 방호장치 8종, 보호구 12종 등 총 31종으로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와 위험을 방호하거나 인체를 보호하는 성능의 검증이 필요한 품목들이다. 안전

인증 대상품 현황은 표 2-16와 같다.

<표 2-16> 안전인증 대상품 현황

분 야 품    명

위험기계�기구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안전

밸브, 압력용기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가설기자재

보호구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2.1.2. 안전인증 심사 절차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서면심사는

설계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로 형식별로 제품설계도면 등 제품설계�제작기술과 관련된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로,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는 제품의 안전성능을 유지�보증

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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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심사는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다. 제품심사는 형식별 제품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로 나누어지는데, 

형식별 제품심사는 제품의 형식별로 최초 완성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심사이며, 개별 제품

심사는 같은 형식이라도 제조�설치된 모든 개별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심사이다. 따라서, 

안전인증은 형식별로 받거나 개별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상품이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나, 일부 품목은 개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품목은 위험기계�기구 중 크레인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 제외) 4개 품목이다. 이 품목들은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설치 과정을 수반

하는 제품이거나 압력용기와 같이 제작 과정 상 모든 제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품목은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 제품심사를 받기 때문에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생략된다.

    확인심사는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와

제품의 안전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1년마다

(우수한 경우 2년마다) 실시된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은 생략된다. 그림 2-7은 안전인증 절차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그림 2-7] 안전인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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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율안전확인신고

2.2.1.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개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 제조자 

스스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생산�보급�사용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이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자는 안전인증과 같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성 검증 절차이다.

2.2.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대상품은 표 2-17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24종, 방호장치 8종 및 보호구 4종 등 총 36종으로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등 보다는 재해를 발생시키는데 기인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만 일반 산업기계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의 검증이 필요한 

품목들이다.

<표 2-17>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현황

분 야 품 명

위험기계�기구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품 제외)

보호구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제외),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제외), 보안면(용접용 제외), 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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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가 스스로 제품시험과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맞게 제조하였음을 신고한다. 다른 제도에서의 자기적합성선언,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2-8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그림 2-8]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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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경과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의 통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2016년 1월 27일 공포, 2017년 1월 28일 시행되었다.

   이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의 

대상품별로 다른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어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물론 소비자

들까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는 개별법을 하나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한 것은 비록 2개의 법률을 통합한 것에 불과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하며,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는 이러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인증 방법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2가지 방법인 것에 

비해 더욱 세분화 되어 있다.

1.2. 종전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 제정되어 그해 7월 1일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로 운영하였으며,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시 공업진흥청장

으로부터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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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형광등전선·네온전선 및 용접케이블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

인 것에 한한다) 및 전기온상선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1) 절연전선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제곱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①고무절연전선(절연체가 합성고무인 것을 포함한다)

    ②비닐절연전선

    ③폴리에틸렌절연전선

    ④규소수지 절연전선

    ⑤형광등전선

    ⑥네온전선

  (2) 케이불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제곱밀리미터이하, 선심이 5심

이하, 각선심의 재료 및 구조가 동일한 것에 한한다)

    ①클롤로프렌 외장케이불

    ②비닐외장 케이불

    ③폴리에틸렌외장케이불

  (3) 코오드

  (4) 캡타이어케이불(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제곱밀리미터이하 선심이 5심이하 각선심의 

재료 및 구조가 동일한 것에 한한다)

  (5) 용접용케이불(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제곱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6) 전기온상선

2. 퓨우즈로서 다음에 게기하는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인것으로써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실퓨우즈

  (2) 온도퓨우즈

  (3) 기타퓨우즈［정격 전류가 1암페아이상 200암페아이하(전동기용 퓨우즈에 있어서는 그 적용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12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류제한기용 퓨우즈 및 반도체

보호용 속동퓨우즈는 제외한다］

3. 배선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형광등용 소켓트에 있어서는 

1,000볼트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산업용 전기용품부터 가정용 전기용품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던 1981년보다 훨씬 이전인 1974년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작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전기용품을 접하고 있어 전기용품에 의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 방지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을 것이며, 산업 현장에 국한된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

보다 일찍 부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품은 전선 등 크게 13가지 대상품군이 있었으며, 각각 세부 품목

들이 정해져 있었다. 표 3-1은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품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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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1) 점멸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류가 300암페아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①텀불러스위치

    ②로타리스위치

    ③눌름보턴스위치

    ④플스위치

    ⑤중간스위치

    ⑥펜단트스위치(런스위치 포함한다)

    ⑦리모트콘트롤릴레이

    ⑧타임스위치(자동적으로 반복 계속하여 개폐하는 것을 제외한다)

    ⑨가로등스위치(자동적으로 점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개폐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류가 100암페아이하(전동기용의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12킬로왓드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①캇아웃트 스위치

    ②개방나이프 스위치(표면접속인것으로서 1개의 개폐기구를 갖는 것에 한한다)

    ③커버나이프 스위치

    ④상자개폐기(커버가 붙은 스위치를 포함한다)

    ⑤분전반유니트 스위치

    ⑥후로트스위치

    ⑦압력스위치(정격동작압력이 3킬로그람매제곱센티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⑧재봉기용콘트로라

    ⑨전자개폐기(상자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파전류계전기구를 갖는 것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는 것에 한한다)

    ⑩배선용차단기

    ⑪누전차단기

  (3) 접속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류가 50암페아이하인 것으로서 극수가 5이하인 

것에 한하며 타임스위치기구의 의점멸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①꽂임접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②나사꽂임접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③소켓트(전등기구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④로우제트

    ⑤조인트박스

4. 전류제한기(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 정격전류가 100암페아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소형단상변압기·전압조정기 및 방전등용안정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 1차전압

(방전등용안정기로서 변압식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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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형단상변압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용량이 500볼트암페아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①벨용변압기 기타의 가정기기용변압기

    ②표시기용 변압기

    ③리모트콘트롤 릴레이용 변압기

    ④네온변압기

  (2)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아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3) 가정용 소형변압기

  (4) 방전등용 안정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적용방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

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①형광등용안정기(전등기구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②수은등용안정기(전등기구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③나트륨등용안정기(전등기구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④살균등용 안정기

    ⑤오존발생기용 안정기

6. 소형교류전동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극수변환형인 것, 방폭형인 것, 방적기계용·금속

압연기계용 또는 의료용기계기구용의 특수구조인 것 및 전동재봉기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 단상전동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①반발기동유도전동기

    ②분상기동유도전동기

    ③콘덴서기동유도전동기

    ④콘덴서유도전동기

    ⑤정류자전동기

  (2) 농형 3상유도전동기(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 정격출력이 3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전열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왓트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전기스토브, 전기앙카, 전기족온기, 전기모포, 기타의 채난용 전열기구

  (2) 전기곤로, 전기솥, 전기토스타, 전기오븐, 기타의 조리용전열기구

  (3) 전기머리인두, 헤어드라이어, 기타의 이용용 전열기구

  (4) 기타의 전열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①전기온수기

    ②전기소독기(전열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③전열식흡입기

    ④습윤기

    ⑤전기다리미

    ⑥전기재봉인두

    ⑦전기납땜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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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전기접착기(고주파용접기를 제외한다)

    ⑨투입탕비기

    ⑩전기순간탕비기

    ⑪수도동결방지기(수도관 및 수도꼭지의 내경에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⑫전열보드, 전열시트

    ⑬전기육묘기

    ⑭전기육추기

    ⑮관상어용히타

    ⑯전기건조기

    ⑰전기푸레스기(섬유제품의 푸레스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⑱전기훈증살충기

    ⑲전기향로

    ⑳전기점화기

    ◯21환기용전열기

8. 전동력응용기계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로서 교류전로에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

  (1) 선풍기, 환풍기 및 써큐레이터(정격소비전력이 3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송풍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3) 전기냉방기(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킬로왓트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5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전기냉풍기(정격소비전력이 3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이 5킬로왓트이하인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6) 공기정정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전기소제기(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전기마루닦기기(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전기세탁기(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전동기 또는 전자진동기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10) 전기구두닦기기

  (11) 전기탈수기(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원심분리식인 것으로서

섬유제품의 탈수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2) 전기펌프(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쌘트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13) 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동고(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14)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쇼케이스(정격소비전력이 300왓트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15)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16) 전기제빙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

  (17) 아이스크림후리저(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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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주우서 주우서믹서 및 후우드믹서(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19) 전기그릇닦기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전기세미기(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21) 전기빙삭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22) 디스포자(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23) 전기구라인다, 전기쌘더 및 전기포리셔(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로서 수지식인 것에

한한다)

  (24) 전기드릴(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로서 수지식인 것에 한한다)

  (25) 전기대패(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로서 수지식인 것에 한한다)

  (26) 전기톱(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로서 수지식인 것에 한한다)

  (27) 전기면도기

  (28) 전기이발기

  (29) 전동식흡입기

  (30) 전기맛사지기

  (31) 전기분무기(정격소비전력이 5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32) 모발건조기, 기타의 전기건조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33) 전기기포발생기(욕조에서 사용하는 것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소비전력이 100왓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34) 전기포충기

  (35) 전기연필깎기기

  (36) 전등식완구

  (37) 벨, 부자 및 챠임(방폭형인 것 및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9. 전구류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백열전구(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왓트이하인 것으로서 베이스가 E형인 것에 한한다)

  (2) 형광방전관(정격소비전력이 1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3) 형광방전관용 글로우스타아터

  (4) 수은램프

10. 광원응용기계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전기스탠드(변압기 또는 방전등용안정기를 부착한 것에 한한다)

  (2) 정원등기구

  (3) 장식용전등기구(베이스가 없는 전구 또는 내경이 15.5밀리미터이하인 소켓트를 2개이상

갖는 것에 한한다)

  (4) 전자후레쉬(광원의 소비전력이 300왓트이하인 것에 한하며 현미경용의 것, 의료기계기구용의

것, 기타의 특수 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5) 전기소독기(살균등을 갖는 것에 한한다)

  (6) 가정용 광선치료기

11. 전자응용기계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것으로서 교류전로에



- 27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텔레비죤수상기(산업용텔레비죤수상기를 제외한다)

  (2) 전자레인지

  (3) 가정용저주파치료기

  (4) 가정용초음파치료기 및 가정용초단파치료기(정격고주파출력이 50왓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5) 가정용라디오수신기(스피커가 내장된 것에 한한다)

12. 제2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것이외의 교류용 전기기계기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정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1) 의료용물질생성기·가정용전위치료기·가정용전격치료기 및 자기치료기

  (2) 전격살충기

  (3) 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력이 300왓트이하인 흡수식인 것에 한한다)

  (4)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겸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격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아이하인

것에 한하며, 무선 통신기의 시험용인 것. 기타의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5) 조광기(정격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아이하인 것에 한한다)

  (6) 잡음방지기(텔레비죤수상기 및 라디오수신기의 잡음의 원인이 되는 고주파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콘덴서 또는 콘덴서 및 코일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것에 

한하며 정격전류가 5암페아초과하는 것 및 기계 기구에 부착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

한다)

13. 휴대발전기(정격전압이 30볼트이상 300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안전인증 종류 및 절차

2.1.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며,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인증 심사 중 제품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유사한 

평가 방법이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에서는 별도로 설계에 대한 심사가 규정

되어 있지는 않다.

2.1.1. 안전인증 대상

    앞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최초 시행 당시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을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안전인증 대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의 안전인증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제품(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

이며, 전기용품 10개 제품군, 생활용품 3개 제품군으로 세부내용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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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충전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표 3-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10]

   1.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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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1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가열기기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전기욕조

23) 팬, 레인지 후드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5) 가습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차. 정보ㆍ통신ㆍ사무

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

인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분류 품목

가.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다. 기계금속

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

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만 해당된다]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2. 안전인증 대상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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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제품시험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공장심사는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다.

    정기검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2년에 1회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3-1은 안전인증

절차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그림 3-1] 안전인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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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ㆍ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compressor)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2.2. 안전확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과 비교했을 때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생략되는 형태의 방법이며, 제품시험을 법에서

정해진 시험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은 동일하다.

2.2.1. 안전확인 대상

    안전확인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제품이며, 

전기용품 6개 제품군(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 생활용품 5개 

제품군으로 세부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0]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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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14) 게임기구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6) 전기훈증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18) 산소이온발생기

19) 전기정수기

20) 전기세척기

21) 전기헬스기구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

한다)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사우나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34) 자동판매기

35) 전기소독기

36) 제습기

37) 음식물처리기

38) 그 밖에 1)부터 37)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

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전자악기

5) 오디오프로세서

6) 영상프로세서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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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제본기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분류 품목

가. 화학

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나.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스키용구 

8) 이륜자전거

9) 헬스기구

10) 휴대용 레이저용품

11)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12) 운동용 안전모

13)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14) 수유패드

15)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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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다. 기계금속

1) 빙삭기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만 해당한다)

라. 섬유
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마. 건축
1) 미끄럼 방지 타일

2) 실내용 바닥재

2.2.2. 안전확인 절차

    안전확인은 제품시험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안전인증 대상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인 반면, 안전확인 대상은 제품

시험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품시험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림 3-2는 안전확인 절차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그림 3-2] 안전확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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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2.3.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는 반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안전확인에

비해 보다 완화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비슷한 제도로 제품시험의 주체가 다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 시험의 주체가 공인시험기관이다.

   다만, 제조자가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조자가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시 시험을

수행하는 숙련자가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공인시험기관 못지않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정직하지 않은 제조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보다 명확한 제도로 보여 진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비해 대상품 수가 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1.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제품

이며, 전기용품 4개 제품군(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 생활용품

5개 제품군으로 세부내용은 표 3-4와 같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안전인증 대상이나 안전확인 대상에 비해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이다.

<표 3-4>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0]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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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바.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사. 전기기기

1) 감자 탈피기(脫皮機)

2) 전기 정미기(精米機)

3) 전기 빵 자르개

4) 애완동물 목욕기

5) 전기주류숙성기

6) 전기시계

7)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분수기

9) 투영기

10) 착유기(窄油機)

11) 보풀 제거기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16) 그 밖에 1)부터 1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비디오카메라

2) 튜너

3) 라디오수신기

4) 리시버

5) 음성기록계

6) 음성플레이어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게이트

12) 전자시계

13) CCTV 카메라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5) 영상기록계

16) A/V신호수신기

17) CATV방송수신기

18) 턴테이블

19) 모듈레이터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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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스캐너

2) 지폐계수기

3) 금전등록기

4) 어학실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동전계수기

7) 전동타자기

8) 전기소자기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번호표 발행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

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12) 음성ㆍ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

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

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25)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28)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원격제어방송기기

30) 그 밖에 1)부터 29)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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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목

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모터 달린 보드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킥보드

다.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물탱크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2.3.2.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시험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안전확인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하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경우

에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제3자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3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그림 3-3]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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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중고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이 아닌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로,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안전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안전검사는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하여 검사하기는 하나 안전인증에 비하여 구비서류가 

간소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구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보여 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고 수입 제품이라 하더라도 신제품과 동일한 절차와 서류를 요구

하고 있어, 수입자가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엄격한 제도로 관리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3-5는 

안전인증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를 비교한 것이다.

<표 3-5> 안전인증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비교

안전인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②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③ 회로도

④ 안전인증표시사항

⑤ 제품설명서

⑥ 사업자등록증(국내/외 제조 및 대리인, 

최초신청에 한함)

⑦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⑧ 대리인위임장

⑨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

⑩ CB Test Certificate (있는 경우)

⑪ CB Test Report (있는 경우)

⑫ Transformer Spec (사양서)

⑬ LED Chip Spec (사양서)

①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

② 제품설명서

③ 회로도

④ 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번호)

⑤ 수입면장

⑥ 사업자등록증(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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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대상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과 동일하다. 안전인증 대상 중

중고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인증 대상과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수입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신제품을 중고로 속인다면

안전인증보다 쉬운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하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4.2.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절차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는 시료채취와 제품시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제품시험은 

인증기관에서 수행한다. 그림 3-4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절차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그림 3-4]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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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E마크 인증제도

1. CE마크 인증제도 도입 경과

1.1. CE마크의 정의

   CE마크는 불어인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 “유럽 적합성”이라는 뜻으로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가 유럽 안전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하였음을 의미하며, 뉴어프로치

지침이 정한 필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침이 규정하는 적합성심사 절차에 따른 제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제품과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1993년

7월 EU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93/465)에 의해 “CE Marking”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2. CE마크 배경

   EU 가맹국 간의 독자적인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규격에 따라 역내 교역에 있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의 저해는 물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1985년 EU에서는 역내 기술

통합과 표준화를 앞당기기 위해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독자적 표준은 그대로 두고 각국별로

차이가 큰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에 관한 사항만을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 관한 뉴어프로치」협약을 채택하였다. 

   뉴어프로치에 더하여 1989년 적합성 평가에 관한 기본절차를 모듈화한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글로벌어프로치」를 제정하였다. 표 4-1은 CE마크 인증제도 도입 주요 경과를 나타낸다.

<표 4-1> CE마크 제도 도입 주요 경과

년 도 주  요  경  과

1957 o 로마조약체결 - 유럽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조약

- 어느 한나라 인증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제30조)

- 단,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개별국가 규제 인정(제36조)

※ 각국의 기술�안전수준 차이로 실질시행 부진(만장일치 원칙)

1967 o EC 출범

1985 o New Approach 결의

- 시장통합 실현 인증의 새로운 개념 도입

- 의사결정 다수결 의결 원칙으로 전환

1989 o Grobal Approach 결의(2개 지침 제정)

- 인증�검사에 관한 포괄적 접근방법 합의(8개 Module) : CE마킹 도입

- 인증�검사�시험기관의 절차 합의 : 상호인정 중복검사배제 

(Accreaditation Body, Notified Body, Test Lab. 등)
1993 o 유럽조약 발효�단일시장 구성 : CE마킹 의무화

- EU 시장통일�일치를 위한 지침(Directives)제정 공포(100조)

- EU 역내 안전�보건�환경�소비자보호 분야 법령�행정통일 명시

2002 ～ o 기계류, 저전압기기류, 전자파적합성 등 21개 분야별 지침(Directives)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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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설명

EN

(European Norm)

각 회원국이 기존 국가별 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

해야 하는 국가수준의 유럽통일규격(European Standard)

HD

(Harmonized Documents)

EN 규격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기간 내 회원국별로 상이한

기술, 기후풍토 등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국 간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규격

1.3. 뉴어프로치 체제

   뉴어프로치 체제에서는 제품을 EU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서 필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이때 Harmonized Standards를 만족하면 필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Presumption 

of Conformity)

   제조자는 Harmonized Standards 또는 다른 기술적인 규격을 채택할 수 있으며, Harmonized 

Standards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증명하는 등 필수 요구

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뉴어프로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EU 역내에서 제조된 제품 및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신제품 또는 중고품 모두에 적용

   � 뉴어프로치 지침에서의 제품의 적합에 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제조업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 대리인은 EU 역내에 소재하여 함

   � 역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유통에 대해 책임이 있음

   � 1993년부터 CE마크가 필요한 제품이 뉴어프로치 지침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침에

따라 적합성 심사 후 CE마크 부착을 의무화 함

   � 제조업자는 EU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뉴어프로치 지침에 규정된 적합

성심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적합성심사는 제삼자의 기관 (공인인증기관)이 수행해야하는 제품도 있지만, 뉴어프로치 

지침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약 80%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자기적합성선언 만으로 

제품을 역내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음

   각 뉴어프로치 지침으로 정해진 필수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제품기술사양은 유럽 

Harmonized Standards로 유럽의 각 표준화 기관(CEN, CENELEC, ETSI)에서 정한다. 

   여기에서 CEN은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으로 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은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 technical Standardization으로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ETSI는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로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를 말한다.

   이 CEN, CENELEC 등 유럽의 표준화 기관에서 제정한 EN, HD등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EU

지침상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각국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 4-2와 표 4-3은

각각 EU 규격과 CE마크 관련 법령을 나타낸다.

<표 4-2> EU 규격의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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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설명

ENV

(European Pre-Standard)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 EN규격 제정이 시기

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 지침으로 발표되

어 시행되며 최대 3년 이내의 과도기간 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짐.(기술지도가 시급한 분야, 인명과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적용됨.)

<표 4-3> CE마크 관련 법령 분류

구  분 내        용

Regulation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바로 적용

Directive

◦ EU 이사회 지침으로 공표

◦ 각 회원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법적 구속력이 있음)

◦ 자국의 법령화하는 방법과 절차는 회원국별로 결정

Decision ◦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해당 회원국에 바로 적용

Recommendation ◦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CE마크 인증제도 개요 및 특징

2.1. CE마크의 적용범위

   CE마크는 소비자의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한정

되어 적용되며, 별도로 제정된 지침(Directive)을 통해 설계(Design) 및 제조(Produce) 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필수요건을 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CE마크 적용 지역은 31개국이며, 

표 4-4에서 나타내고 있다.

<표 4-4> CE 마크 적용국가

국가수 국    가

31개국

1. 오스트리아

2. 벨기에

3. 불가리아

4. 체코

5. 사이프러스

6. 덴마크

7. 에스토니아

8. 핀란드

9. 프랑스

10. 독일

11. 그리스

12. 헝가리

13. 아이슬란드

14. 아일랜드

15. 이탈리아

16. 라트비아

17. 리투아니아

18. 리히텐슈타인

19. 룩셈부르크

20. 몰타

21. 노르웨이

22. 네덜란드

23. 폴란드

24. 포르투갈

25. 루마니아

26. 슬로바키아

27. 슬로베니아

28. 스페인

29. 스웨덴

30. 영국

31.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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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명 대상품목

기계류 (MD) 2006/42/EC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저전압기기(LVD) 2006/95/EC

73/23/EEC
Low Voltage Directive

AC 50V∼1000V, DC 75V

∼1500V의 전기 제품

전자파적합성(EMC)

2004/108/EC 89/336/EE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의료기기(MED) 93/42/EEC

(2000/70/EC)
Medical Devices  Directive 대부분의 의료기기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AIMD)

93/68/EC

Active Impor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인슐린 펌프 등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IVD)

98/79/EC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혈액검사기 등

승강기(LD) 95/16/EC Lifts Directive 승강기

방폭기기(ATEX) 94/9/EC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완구의 안전(TD) 88/378/EEC Toys Directive
어린이 완구(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장난감 등)

단순 압력용기(SPVD)

87/404/EEC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가스기기 90/396/EEC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통신단말기 1999/5/EC

RTTE Raiod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무선통신 단말기

2.2. 적용대상

    각 대상품목 군별로 CE마크 적용을 규정하는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각 지침마다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개의 지침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모든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기계인 경우에는 기계류지침(Machinery Directive)과

방폭지침(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4-5는 각 대상품목 

군별의 지침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 4-5> 지침 목록



- 45 -

지침명 대상품목

비자동 저울 90/384/EEC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상업용, 의료용 개량기

개인보호장비 (PPED)

89/686/EEC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장구

온수보일러(에너지 효율)

92/42/EEC
Hot-water Boilers Directive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건축 자제 (CPD) 89/106/EEC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군, 회전문 등

냉동기기(에너지 효율)

96/57/EC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가정용 냉장, 냉동기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압력기기 (PED) 97/23/EC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압력용기 외의 압력기기

민수용 폭약 93/15/EEC
Explosives for Cavil Uses

Directive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레크레이션선박(RCD)

94/25/EC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소형선박

해양설비 (MED) 96/98/EC Marine Equipment  Directive 선박장비

2.3. 보호 조항

   뉴어프로치 지침에는 세이프가드 조항에 의해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투입�유통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 제품들을 시장으로부터 사용제한�금지�철거할 것을 가맹국간에 의무화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CE 마크 사용과 부착에 있어서 지침과 규격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 할 경우, 

해당상품의 압수와 함께 적합성 인증서에 서명한 제조자, 수입업자 및 유통 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국이 세이프가드조항을 발동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세이프가드조항을 발동한 가맹국은 발동의 사유와 관련된 정보나 증거를 첨부하여 즉시 

유럽위원회에 통지 

   � 유럽위원회가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면 다른 가맹국에 내용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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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 각국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개별제품의 공급제한 또는 금지, 혹은 제품의 시장으로

부터의 철거, 제품 시리즈나 한 무리의 제품에 속하는 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자국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세이프가드조항 발동은 뉴어프로치 지침 내의 제품, CE마크 제품, 적절히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가맹국 정부가 위험요소를 확인한 제품으로 한정되고 있다.

2.4. 시장감시 제도

2.4.1. 일반 요구사항

    역내 각국은 시장감시를 수행할 기관을 두고 다음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시장감시 기관 및 권한 영역에 대한 사항을 EU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각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품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

    � 관련 경제주체에 제한시간을 둔 수정조치를 즉시 통지

    �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10일 이상의 소명시간을 주고 조치

    � 소명기회 없이 조치가 취해진 경우 사후 조명기회를 주고 검토

    또한, 역내 각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 역내 각국은 시장감시 기관의 존재 및 책임, 접촉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함.

    � 국가 시장감시 기반과 프로그램은 역내 조화법률 내에 속하는 어떠한 제품에도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시장감시는 역내 조화법률 내에 속하는 조립된 제품 및 제조자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도

포함하여야 함.

    � 역내 각국 시장감시 기관들은 EU위원회나 관련국들에 의해 구성된 절차에 의해 상호간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여야 함.

2.4.2. 시장감시 기관 조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무

    역내 각국은 자국 내 시장감시 기관들 간의 소통 및 통합을 위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역내 조화법률에 위배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한 보고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 역내 조화법률에 위배되는 제품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및 보건재해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 적합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 안전문제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지식과 관련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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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장감시 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지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 

시장감시 기관이 비례원칙1)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시장감시 프로그램(일반 시장감시 및 특정분야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다른 각국 정부와 EU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지하고, EU 

저널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감시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 4년에 1회는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평가 

및 점검 결과는 다른 각국 정부와 EU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자적인 방법 또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4.3. 시장감시 방법

    시장감시 기관은 제품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적절한 샘플을 선택하고 제품에 적용된 위험

성평가 및 다른 정보 등을 종합하여 기술문서와 필요시 시험을 통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감시 기관은 경제주체(제조자, 위임받은 대표자, 수입업자, 배급업자)에 대하여 기술문서를

비롯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제품을 파괴하거나 고장 낼 수도 있다.

    시장감시 기관은 자신들의 권한영역 내에서 상해 위험 및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따라 심각한 위험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품의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위험성, 국가

로부터 취해진 조치사항 및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EU 위원회에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에서는 시장감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인증기관의 확인심사와 제보 등에 의해 시장감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장감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현재의 방식은 인증기관에서 제조자에 대한 사후관리인 확인심사 시 제품의 부적합 사항 

등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후 인증표시 사용금지, 개선, 인증

취소, 수거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확인심사는 불시에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감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보에 의존하는 것은 시장의 일부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시장감시 역할이 충분하지는 

않다.

1) 업무의 크기, 업무 수행영역, 조직 구조,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 등을 고려한 업무수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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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E마크 관련 기관

   EU 차원에서 CE 마크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는 없으며, 각 회원국별로 CE마크 제도를

이행, 운영 및 관리감독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증기관의 기능, 자격요건, 책임에 관한 의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지정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해당국 인정기관에

알리고,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절적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림 4-1은 CE마크 관련 기관

체계도를 나타낸다.

EU 의회

o 인증관련 정책 결정
o 인증기관 등록
o Official Journal     
  (EU 관보) 발행

EU 위원회 EU 정부 EU 법원

CEN

CENELEC

o 유럽기준제정(EN)

각국 해당 부처

o 인증관련 경험 교환
o 인증 수준 평준화

각국 인정기관 o 인허가�감독
   (Accreditation Body)

인증기관협의회

인 증 기 관 시  험  소 보조 인증기관

Notified Body Test Lab. Competent Body
(권한기관)

[그림 4-1] CE마크 관련 기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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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유럽규격 작성기관  

    유럽규격은 각 표준화 기관인 CEN, CENELEC, ETSI에서 정한다.

2.5.1.1. 유럽표준화위원회 

     유럽표준화위원회(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는 1960년, 비 전기분야 

유럽 통합표준규격 제정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기계 건축자재, 의료, 우주항공, 정보통신, 

환경, 운송, 에너지 및 수질분야의 유럽통합 규격을 계획, 편집 및 선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EU 및 EFTA 31개국이다.

2.5.1.2.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는 1972년, 전기기술분야 유럽 표준화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제품과 전자기 적합성(EMC), 전기제품의 사양, 전기제품의 품질에 관한 규격 작성을 담당

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EU 및 EFTA 31개국이다.

2.5.1.3.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는 1987년, 

EU집행위 결의에 따라 1988년 설립된 기구로, 유럽 전기통신 규격 및 잠정규격 작성을 담당

하고 있다.

2.5.2. 인정기관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ies)은 인증기관(NB : Notified Body)의 지정 및 정기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인인증기관(NB)을 유럽위원회 및 가맹 각국에 통지한다. 이때 유럽위원회는

EU관보에 공인인증기관의 리스트를 공표하게 된다.

    지정된 인증기관이 더 이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거나 통지받은 경우 심각성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제한, 보류, 취소하고 즉시 EU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알린다.

    인증기관 지정의 제한(보류, 취소) 또는 인증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이 진행하던 

서류를 다른 인증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거나, 책임 있는 인정 및 시장감시 기관에서 제어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증기관에 관한 인증근거, 기능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법률에서는 인정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법률 담당 부처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2.5.3. 인증기관(NB : Notified Bodies)

    인증기관은 EU집행위에서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해 공표한 기관들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품시험, 형식검사, 설계 및 기술관련 서류심사, 품질관리, 표준규격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EN 45000 시리즈에 의한 인증기관 조직, 인증요원의 자격, 인증절차, 문서

관리, 품질관리체제의 확립 등 내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인증기관의 주요 자격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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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하는 제품 또는 단체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일 것

    � 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에 있어서 인증기관 자신 뿐 만 아니라 자회사나 하도급업자(단체)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객관성, 공정성을 보증할 수 있을 것

    �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에 따른 절차서를 가지고 있을 것.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수단(장비, 방법, 절차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적합성평가에 적합한 기술역량 및 인력의 전문성을 보유할 것

    � 국가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을 것

    � 유럽에 있어서의 표준화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고 관련 규격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

하고 있을 것.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요건도 인력, 시설 등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밀유지 의무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제3자 독립기관, 책임보험 등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5.3.1. 인증기관의 의무

2.5.3.1.1. 업무 수행 상의 의무

       인증기관은 적합성평가 등 업무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관련법 절차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수행

       � 경제주체(제조자, 위임받은 대표자, 수입업자, 배급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비례원칙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수행

       � 지침상의 요구조건이 적합한 조화규격이나 제조자의 기술적 설명서에 맞지 않는다면 

제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치 않아야 함

       � 인증서 발행 후 제품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품이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시 인증을 보류 또는 취소하여야 함

       � 제조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가 없을시 인증기관은 타당한 경

우 인증을 제한하거나 보류, 취소하여야 함

2.5.3.1.2. 정보 제공 상의 의무

       인증기관은 같은 제품에 대해 비슷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다른 인증기관에 부정적

인 결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인정기관에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인증의 거절, 제한, 보류, 취소 사실

       � 업무수행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조건

       � 적합성평가 활동과 관련한 시장감시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요구

       � 요구받은 경우, 인증기관 자신의 업무 수행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적합성평가 활동 및 

역내�외에서 이루어진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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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인증기관 업무지정

     CE 마크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지역에 관계없이 인증기관(NB)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어느 기관이라도 선택 가능하며, 유럽 역내 인증기관 지정현황은 홈페이지2) 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이 홈페이지에는 국가별, 업무 영역별, 인증기관별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으며, 인증

기관은 지정받은 업무영역별로 인증기관 지정번호가 부여되고 Directive내 인증가능 제품, 

인증모듈 등도 지정되어 있다. 표 4-6은 인증기관 지정 업무영역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표 4-6> 인증기관 지정 업무영역 예시

지정번호 지정 업무영역

LVD 2006/95/EC (ex-73/23/EEC) Low voltage directive

NB 0120

89/106/EEC Construction products 

89/686/EEC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2009/23/EC (ex-90/384/EEC)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2009/142/EC (ex-90/396/EEC)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2/42/EEC Hot-water boilers 

93/42/EEC Medical devices 

98/79/EC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2004/22/EC Measuring Instruments Directive

NB 0353

2009/105/EC (ex-87/404/EEC) Simple pressure vessels 

97/23/EC Pressure equipment

99/36/EC Transportable 

2006/42/EC Machinery 

NB 0890
99/5/EC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2004/108/E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 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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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공인하청기관

    공인하청기관(Accredited in-house body)은 적합성평가 모듈 중 특정 모듈(모듈 A1, A2, C1, 

C2)과 관련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공인하청기관은 평가하는 제품의 설계, 공급, 설치, 

사용, 유지에는 관여할 수 없다.

    공인하청기관은 EU 위원회나 각국에 통지되지 않지만 승인 관련 정보는 국가 승인기관에서

인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인정기관에 제공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Regulation No 765/2008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맡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소속기관 및 인원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국가 

인증기관에 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보고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평가하는 제품에 대한 설계, 제조, 공급, 설치, 사용 및 유지에 책임이 없으며, 평가 활동에

있어서 판단의 독립성 및 신뢰성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련되지 않아야 함

    � 오직 부여받은 영역에만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함.

3. CE 인증절차

3.1. 개요

   CE마크의 대상품목과 인증절차는 EU 이사회 지침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CE마크 제도를 국내법에 수용해야하나 적용방법은 회원국별로 결정 및 시행하고 

있다.

   CE마크 인증은 각 대상 품목별 지침에 정해진 적합성평가 방법(module)에 따라 이루지고 

있으며, 기존의 적합성평가 절차인 93/465/EEC(1993.7.22)는 DECISION No 768/2008/EC(2008.7.9)로

교체됨에 따라 기존의 9개 모듈에서 16개 모듈로 증가하였다. 표 4-7은 적합성평가 방법

(module)의 예시이다.

   모듈 A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적합성선언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합성

선언만으로 CE 마킹을 부착할 수 있는 제품도 제조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할 수단(Harmonized Standards)이 없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에 적합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표 4-7> 적합성평가 방법(module) 예시

구  분 국    가

모듈 A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적합성선언

모듈 B
인증기관(Notified Bodies)의 형식 적합성평가(기술문서 검토, 

시험 등)를 거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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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E마크 인증절차

   CE마크 인증절차는 1단계 사양확인, 2단계 적합성평가, 3단계 문서화, 4단계 적합성선언, 5단계

CE마킹으로 크게 5단계 나누어진다. 표 4-8은 5단계 CE마크 인증절차별 내용은 나타낸다.

<표 4-8> CE마크 인증절차 5단계

단계 내용

1단계 : 사양확인

� 해당상품 관련 위험(risk)이 기술된 규격 확인

� 관련 지침상의 필수요건 항복별 정리

� 관련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

� 사용상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 설명

2단계 적합성평가

� 적절한 적합성평가 모듈의 선택

�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실시

� 필요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

� 작동검사 실시

3단계 문서화

� 상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작성

� 필요시 Sample 검사

4단계 적합성선언
� 지침상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

� 적합성선언서 작성

5단계 CE마킹
� 품목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안전성 표시 부착

� CE 마킹 제작 및 부착

3.2.1. 제 1단계 사양확인

    제조자는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 차원의 위험성(risk)이 있다고 EU 

지침으로 공표된 경우, 관련 EN규격(Harmonized standard)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CE 마

크에 관련된 품목지침(Product directive)은 소비자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제품이 필수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면 된다.

    검토 후 제품이 관련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화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Harmonized 

standard에 따라 부착된 CE마크는 자동적으로 해당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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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해당 제품에 대한 Harmonized standard가 없는 경우, 또는 Harmonized standard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이 지침상의 필수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명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련 위험에 대한 라벨링, 경고문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였는지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3.2.2. 제 2단계 적합성평가

    제조자는 제1단계에서 확정된 제품의 EU지침 및 규격 등을 바탕으로 제품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 모듈을 선택하여 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적합성 평가 방법(module)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품 타입에 맞는가?

    � 제품과 부속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특성과 일치하는가?

    � 제3자(인증기관) 인증이 필수적인가?(필수적인 경우 품질보증모듈과 제품인증모듈 중에 

선택-제조자의 선택)

    � 도입한 모듈은 법규에서 포함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너무 과하지 않은가?

    EU 지침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는 8개의 기본모듈에 특정 조건에 의한 보조모듈 8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모듈은 A, B, C, D, E, F, G, H이며, 보조모듈은 A1, A2, C1, C2, D1, E1, 

F1, H1이다.

    여기에서 모듈 A, G, H는 설계와 제조단계 평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모듈 B는 설계단계의

평가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단계 검사 모듈인 C, D, E, F(관련 보조모듈 포함)와 조합

되어 적용하게 된다.

    A모듈 이외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 또는 내부공인기관(Accredited in-house body)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A모듈인 경우에도 제조자는 관련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은 CE마크 인증의 모듈이 단순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2.3. 제 3단계 문서화

    제조자는 제품이 지침 상 필수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술문서

(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작성해야 하다.

    이 중 제품사용설명서는 해당 지침 상의 필수요건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설명서 

상 오류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게 된다. 다음은 

기술문서의 구성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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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제품의 명칭

    � 제품개요서(도면, 부품, 제어회로 등)

    � EU 지침 및 EU 규격의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조사 명세서

    � 각종 시험자료(Data)

    � EU 지침의 필수요건

    � 관련 규격목록(EN 규격 또는 해당 국가규격)

    � 제품설계에 사용된 기타 사양서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작성한 기술보고서

    � EU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증명서 및 번호

    � 사용설명서(Manual)

    � 제품 카다로그

    EU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인증기관은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의 

형식이 관련지침의 필수요건에 적합함이 인정될 경우, 제조자에게 EU 형식시험인증서(증명)를

발급하고, 제조자는 이 인증서를 활용하게 된다.

3.2.4. 제 4단계 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지침상의 필수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내부 확인절차를 거쳐 적합성선언서 작성하며, 

적합성선언서는 제품사용설명서(Manual)와 동일언어로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추가로 영어, 

불어, 독일어 중 한 언어를 선택하여 번역 첨부하여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 견본은 제조자 또는 EU 역내 대리인이 보관하고, 판매자는 사본을 취급

설명서와 함께 배포해야 하며, EU 회원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음은 적합성선언서 구성내용이다.

    � 제조자 또는 EU 역내 대리인 성명 및 주소

    � 제품의 명칭

    � 제품의 형식 및 제조번호

    � 시험 검사증명서 번호 또는 형식검사증명서 번호

    � 필요 시 적합성 대상 EN 규격, 국내기술규격 및 사양서

    적합성선언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는 절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자는 그 안전인증서를 보관하면 된다.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며, 

제조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적합성선언서는 별도로 없다.

    그러나, CE마크 인증에 있어서는 모듈A를 사용하든, B+C를 사용하든지간에 자기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서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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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 5단계 CE마킹 부착(EC 규칙 No 765/2008)

    CE마크는 제조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이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에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포장이나 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CE마크는“제품이 총괄적 

접근방식에 의거한 품목지침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유일한 표식이며, 회원국은 CE 마크 외에

CE지침의 제반규정과 일치하는 다른 인증마크를 자국의 국가규정에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EU 회원국이 CE마크 부착의 부당함을 입증할 경우, 제조자나 유통업자는 해당제품을

회원국의 조항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은 CE마크의 표시 사항이며, 

마크는 그림 4-2에서 나타내고 있다.

    � 해당지침 명시

    � 공인인증기관의 ID번호 명시

    � 제품 특징상 제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패키지에 부착 

    � CE마크는 그림 2-14에 나타난 모양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확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높이는 5 mm이상이어야 함

[그림 4-2] CE마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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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합성평가 방법

   CE마크 절차는 품목 및 해당품목 지침규정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총괄적

접근방식에 따라 제정된 8개의 기본모듈과 보조모듈 8개의 조합으로 해당품목 지침이 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4-3, 표 4-9, 표 4-10은 적합성평가 절차를 나타낸다.

제 품

EU 품목지침

E1

인증방식(Module)

A

B

A1

C D E F
G H

H1C1 D1 F1

A2 C2

국별인증획득

해당국 유통

CE 마킹

EU-27 회원국 및 EFTA회원국 시장유통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적합(인증)

해당

[그림 4-3] 적합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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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적합성평가 절차[설계]

모듈 A

(자체생산관리)

모듈 B

(EC 형식검사)

모듈 G

(단위 검증)

모듈 H

(종합품질보증)

제조자

국가기관(nat i onal 

authorities)의 일람을 

위한 기술문서 보존

제조자가 공인기관(notified body)에 다음을 제출

� 기술문서

� 적절한 기술적 설계검토에 대한 보충 증거자료

� 필요에 따라 샘플 또는 시제품

공인기관

� 필수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

� 기술적 설계 검토를 위한 기술문서 및 보충 증거자료 심사

� 필요에 따라 샘플에 대한 시험

� EC 형식검사인증서 발급

� EC 형식검사 인증에 관한 사항(발행사실, 취소사실 등)을 인정기관에 통지

제조자

기술문서 제출

EN ISO 9001:2000 

제조자

� 인증 받은 설계 품

질시스템의 운영

� 기술문서 제출

공인기관

�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시

모듈 H1

(종합품질보증 +설계검사)

공인기관

� 설계 적합성 검증

� EC-설계검사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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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적합성평가 절차[생산]

제조자

� 필수 요구조건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모듈 C

(자체생산관리에 의한 

형식 적합성)

모듈 D

(생산공정 품질보증에 

의한 형식 적합성)

모듈 E

(제품 품질보증에 

의한 형식 적합성)

모듈 F

(제품검증에 의한 

형식 적합성)

제조자

� 제품 제출

�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제조자

�  승인된 최종검사

�시험 및 생산 품질

시스템의 운영

�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제조자

�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EN ISO 9001:2000

제조자

� 승인된 품질시스템의

운영 및 최종검사�

시험

�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EN ISO 9001:2000

제조자

� 승인된 최종검사�

시험에 대한 품질

시스템의 운영

�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제조자

�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모듈 A1

(모듈 A +공인기관시험)

모듈 C1

(모듈 C +공인기관시험)

모듈 D1

(생산공정 품질보증)

모듈 E1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에 의한 품질보증)

모듈 F1

(제품검증에 의한 

적합성)

승인받은 내부조직 

또는 공인기관

� 제품의 특정 측면

에서의 시험

승인받은 내부조직 

또는 공인기관

� 제품의 특정 측면

에서의 시험

필수 요구조건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크 부착

필수 요구조건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

크 부착

필수 요구조건과의 

적합성 선언

� 요구되는 적합성 마

크 부착

모듈 A2

(모듈 A + 부정기적인 

공인기관시험)

모듈 C2

(모듈 C + 부정기적인 

공인기관의 점검)

공인기관

� 품질시스템 승인

�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시

공인기관

� 품질시스템 승인

�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시

공인기관

� 필수 요구조건과의 

적합성 검증

� 적합성인증서 발급

공인기관

� 필수 요구조건과의 

적합성 검증

� 적합성인증서 발급

공인기관

�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시� 부정기적인 제품 

체크

� 부정기적인 제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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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CE 인증모듈 개요

3.3.1.1. 모듈 A(Internal production control)

      제조자가 제품이 지침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선언하는 방법으로 제조자는 제조

방법, 검사절차,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기술문서(technical file)를 작성하여야 한다.

3.3.1.2. 모듈 A1(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ised product

testing)

      모듈 A에 제품검증을 위한 EU인증기관의 시험이 추가된 모듈이며, 제조자의 선택에 따라

공인하청기관(Accredited in-house body) 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에서 시험하면 된다.

3.3.1.3. 모듈 A2(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ised product

checks at random intervals)

      모듈 A에 제품검증을 위한 EU인증기관의 부정기적인 시험이 추가된 모듈이며, 제조자의 

선택에 따라 공인하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험하면 된다.

3.3.1.4. 모듈 B(EC-type examination)

      형식검사는 제품 타입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데, 생산 타입의 경우 시제품이나

완성품의 검증을 통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설계 타입의 경우 견본 시험 없이 기술문서 

및 보충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합성평가를 실시한다.

      생산-설계 혼합타입은 기술문서 및 보충 증거자료의 검사 및 시제품 또는 완성품의 하나

이상의 중요 부분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실시한다.

3.3.1.5. 모듈 C(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EU형식검사증명서를 취득한 뒤에 제조업자는 제품이 증명서에 기재된 형식과 일치한지, 

EU지침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성선언을 한다.

3.3.1.6. 모듈 C1(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ised product testing)

      모듈 C에 제품검증을 위한 EU인증기관의 하나 이상의 중요 부분에 대한 시험이 추가된 

모듈이다. 제조자의 선택에 따라 공인하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다.

3.3.1.7. 모듈 C2(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ised product checks at random intervals)

      모듈 C에 제품검증을 위한 EU인증기관의 하나 이상의 중요 부분에 대한 부정기적인 시험이

추가된 모듈이다. 제조자의 선택에 따라 공인하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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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모듈 D(Conformity to type based on quality assurance of the

production process)

      인증기관에 의해 EC 형식검사 인증과 생산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적합성평가(제품의 

모든 제조과정에서 시험과 검사 실시)를 받고 적합성선언을 하는 모듈이다. 승인된 품질시스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감사(Audits)를 받으며 인증

기관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불시 방문 시에 인증기관은 제품의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1.9. 모듈 D1(Quality assurance of the production process)

      제조자 스스로 확인한 EC 형식검사 인증과 함께 인증기관에 의한 생산공정에 대한 품질

시스템 적합성평가(제품의 모든 제조과정에서 시험과 검사 실시)를 종합하여 적합성선언을 

한다. 승인된 품질시스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인증기관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 시에 인증기관은 제품의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스템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1.10. 모듈 E(Conformity to type based on product quality assurance)

      제조자 스스로 확인한 EC 형식검사 인증과 함께 인증기관에 의한 품질시스템 적합성평가

(제조 후 시험과 검사 실시)를 종합하여 적합성선언을 한다. 승인된 품질시스템 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인증기관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 시에 인증기관은 제품의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1.11. 모듈 E1(Quality assurance of final product inspection and testing)

      제조자는 필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의한 품질시스템 

적합성평가(제조 후 시험과 검사 실시)를 받아 적합성선언을 한다. 승인된 품질시스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인증기관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 시 인증기관은 제품의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1.12. 모듈 F(Conformity to type based on product verification)

      인증기관이 EC 형식검사 인증의 필수 요구조건과 각 지침이 정한 조건에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전수검사 혹은 균질한 뱃치 검사를 통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한다. 제조자는 이 적합성인증서를 바탕으로 적합성선언을 하게 된다. 인증기관에 의한

제품 적합성평가이므로 감사나 불시 방문은 없다.

3.3.1.13. 모듈 F1(Conformity based on product verification)

      제조자는 필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은 제품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구조건과 각 지침이 정한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수검사 혹은 균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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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치 검사를 통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한다. 제조자는 이 적합성

인증서를 바탕으로 적합성선언을 하게 된다. 인증기관에 의한 제품 적합성평가이므로 감사나

불시 방문은 없다.

3.3.1.14. 모듈 G(Conformity based on unit verification)

      제조자는 필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은 개별제품이 법규

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구조건과 각 지침이 정한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한다. 제조자는 이 적합성인증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선언을 하게 된다. 인증기관에 의한 제품 적합성평가이므로 감사나 불시 방문은 없다.

3.3.1.15. 모듈 H(Conformity based on full quality assurance)

      제조자는 필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의해 설계, 제조를 

비롯한 총괄품질시스템의 적합성평가(제품의 모든 제조과정에서 시험과 검사 실시)를 받고 

적합성선언을 한다. 승인된 품질시스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감사(Audits)를 받으며 인증기관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 시에 

인증기관은 제품의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3.1.16. 모듈 H1(Conformity based on full quality assurance plus design

examination)

      모듈 H에 인증기관에 의한 설계검사가 추가된 모듈이다. 인증기관은 설계검사가 관련 필요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EC 설계검사 인증서를 발행하고 제조자는 인증기관에 의한 총괄

품질시스템 적합성평가서 및 설계검사 인증서를 바탕으로 적합성선언을 한다. 승인된 품질

시스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감사(Audits)를 받으며

인증기관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 시에 인증기관은 제품의 시험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4. 기계류지침(Machinery Directive)에 따른 CE마크 인증 방법

3.4.1. 기계류지침(Machinery Directive) 변천 내역

    EU의 기계류지침은 1989년 6월 14일  Council Directive 89/392/EEC이 최초로 기계류 관련 

지침으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 6월 22일 제정된 Machinery Directive 98/37/EC을 거쳐 2006년

5월 17일 new Machinery Directive 2006/42/EC가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2009.12.29부터 강제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4.2. 적용범위

    기계류지침 상의 CE마크 인증 대상은 대부분의 산업기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장치 역시

범위에 포함된다. 적용범위는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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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기계류 CE인증 대상 적용범위

적용범위 내      용

기계류 

적어도 기기의 일부가 가동하고 구성 부품(Part)이나 컴포넌트 

(Component)가 조합된 경우로 사람이나 동물 이외의 힘으로 구동되는

기기 및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하물용 리프트

※ 펜찌, 핸드 드릴등과 같이 인력으로 직접 작동되고 사람의 움직임이

멈추자마자 정지하는 것은 이 기계류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음

※ 인력을 동력원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중력이나 스프링 등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은 기계지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교환 가능한 기기
기계류나 트랙터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기계류에 설치하는 디바이스 

안전 컴포넌트 

안전 기능의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제작되어, 기기의 고장이나 오동작이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컴포넌트

※ 사람의 존재의 감지를 위한 보호 디바이스, 안전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한 논리 유닛,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정지 디바이스, 소음

이나 진동의 방사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나 디바이스 등 

리프팅용 

악세사리 

리프팅 기계와 하물 사이 또는 하물 자체에 장착되어, 하물 보관 유지를

위한 컴퍼넌트나 기기

※ 슬링 그리고 그 부품들도 승강액세서리로 간주

체인, 로프, 및 

웨빙(벨트)

리프팅 기계와 리프팅용 악세사리의 일부로서 리프팅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체인, 로프 및 웨빙(벨트)

착탈식 동력 전달 

디바이스 

자력으로 추진하는 기계류와 다른 기계류의 사이에 접속해, 힘을 전달

하는 탈부착이 가능한 컴포넌트 

부분 완성된 

기계류. 

거의 기계류이지만 부분 완성된 기계류 자체로는 특정의 응용 기능을

실행할 수 없고, 다른 기계류나 부분 완성된 기계류에 조합되어 사용

되는 기계류 (구동시스템은 일부 완성된 기계류라 할 수 있음)

※ 기계류(machinery)와 부분 완성된 기계류(partly completed machinery)의

사용은 크게 다르나 명확히 구분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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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기계류는 기계류이기는 하나 이 지침에 따른 CE마크 인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른 지침에 의해 CE마크 인증 대상에 해당되거나, CE마크 인증이 아닌 다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 기계류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교체를 위한 안전부품

    � 유원지나 오락시설로 이용되는 특수한 기기 

    � 고장으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거나, 원자력 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

되어나 또는 사용되는 기계류 

    � 소형 화기나 그 외의 무기 

    � 다음의 수송 수단(수송 수단에 장착된 기계류는 제외대상이 아님)

     ․ 농업용/임업용 트랙터지침(2003/37/EC)에 해당되는 기기

     ․ 지침 70/156/EEC에 해당되는 자동차나 부속차 

     ․ 지침 2002/24/EC에 해당되는 차량

     ․ 경기 전용의 자동차 

     ․ 공해, 수로 또는 철로에서의 수송 수단 

    � 해상 항행선, 이동식 해상 설비, 및 이들에 탑재된 기계류 

    � 군이나 경찰을 위해서 특히 설계된 기계류 

    � 연구소에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제작된 연구용 기계류

    � 광산용 권상기

    � 저전압 지침에 해당되는 가정용 기구, 오디오/비디오 기기, 정보기술 기기, 일반적인 오

피스용 기기, 저압 스위치 기어/컨트롤 기어, 및 전동기 

    � 고압 스위치기어/컨트롤 기어, 고압변압기

3.4.3. 필수 요구조건

    기계류 지침의 부속서 I(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EHSR)은 안전의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필수 요구조건으로서 기계류 지침의 적합성평가는 이 필수 안전보건 요구

조건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3.4.4. 적용절차

    적합성평가 절차는 기계류지침 Article 12에 기술되어 있으며, 기계류지침 부속서 IV에는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기계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기계인 경우와 아닌 경우, 또한 

Harmonized standard를 만족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Article 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자 또는 대행기관은 본 지침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 적합성 인증을 위해 ②, ③, ④

에서 제시된 적합성평가 절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② 부속서 IV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계류의 경우, 제조자 또는 대행자는 부속서 VIII에 

제시된 기계제조에 관한 내부 적합성평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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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속서 IV에 포함되어 있고 Harmonized standard에 따라 제조되고 Harmonized standard가

필수안전보건요건의 모든 관련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조자 또는 대행자는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a) 내부 적합성평가 : 기계류 제조에 관한 내부 적합성 평가 확인절차는 부속서 VIII에 

제시되어 있다.

      (b) EC 형식시험+내부 적합성평가 : EC 형식시험 절차는 부속서 IX에, 기계제조에 관한 

내부 적합성 확인절차는 부속서 VIII Point 3에 제시되어 있다.

      (c) 완전 품질확인: 완전 품질확인에 관한 사항은 부속서 X 에 제시되어 있다.

    ④ 부속서 IV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로써 제7(2)에 의한 Harmonized standard에 따르지 않고 

제조되거나 Harmonized standard가 모든 관련 안전보건 필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Harmonized standar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조자 또는 대행자는 다음의 절차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a) EC 형식시험+내부 적합성평가 : 부속서 IX에 제시된 EC형식시험 및 부속서 VIII 

Point 3에 제시되어 있는 기계류 제조에 관한 내부확인

      (b) 완전 품질확인: 부속서 X에 제시되어 있는 완전 품질확인

    그림 4-4는 Article 12에 따른 절차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 기계류지침에 따른 CE마크 인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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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내부 적합성평가(Internal Check)

      기계류지침의 부속서 VIII로 규정돼 있는 내부확인 절차를 따르며, 제조업자는 스스로

지침의 요구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기술문서를 작성해 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한다.

3.4.1.2. EC 형식심사(EC Type examination)

      기계류지침의 부속서 IX로 규정되고 있는 EC 형식심사(EC type examination)의 절차에는 

인증기관에 기술문서와 그 기계류의 샘플(인증기관에서 요구되었을 경우)을 제출해 형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해당 기계류가 지침의 요구를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EC형식

심사증명서(EC type examination certificate)가 발행되고, 제조업자는 형식심사증명서에 근거해

적합 선언을 한다.

      제조업자는 기계류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안전성과 관련된 구조 또는 부품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하며 EC 형식심사증명서는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3.4.1.3. 종합 품질 보증(Full Quality Assurance)

      기계류지침의 부속서 X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품질보증(Full Quality Assurance)의 절차에 

따라 제조업자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 기계류의 설계, 생산, 최종 검사 

및 시험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이 절차를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3.4.1.4. 부분 완성된 기계류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부분 완성된 기계류의 적합성평가 절차 및 기술문서 내용은 기계류와 거의 동일하며 CE 

마킹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3.4.1.5. 부속서 Ⅳ에 따른 보다 위험한 기계류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계류지침 부속서 Ⅳ에는 보다 위험한 기계류가 정해져 있고,

이 기계류는 다른 기계류에 비해 엄격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다음은 부속서 Ⅳ에 규정된 기계류이다.

      1. 목재 및 목재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질의 작업 또는 고기 및 이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료의 작업에 사용되는 회전톱(하나 또는 다수의 톱날)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기계.

      1.1 고정 작업대 또는 피작업물을 수동으로 공급하는 받침대가 구비되어 있거나 분리가 

가능한 동력 공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톱날기계로써 절단작업을 하는 동안 고정톱날을

사용하는 장치

      1.2 수동으로 작동되는 왕복식 톱대(saw-bench) 또는 이송구가 구비되어 있는 톱날기계

로써 절단작업을 하는 동안 고정톱날을 사용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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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작업물을 기계적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톱날기계로써 절단작업을 

하는 동안 고정톱날을 사용하는 장치. 이때, 작업물은 수동으로 적재/하역하게 된다.

      1.4 톱날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톱날 기계로써 절단작업을 하는 

동안 가동식 톱날을 사용하는 장치. 이때, 작업물은 수동으로 적재/하역하게 된다.

      2. 목재가공용 수동대패

      3. 기계적 이송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한쪽면 가공을 위한 두께가공기(Thicknesser). 이때, 

작업용 목재는 수동으로 적재/하역하게 된다.

      4. 목재 및 목재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질의 작업 또는 고기 및 이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료의 작업에 사용되는 띠톱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기계

      4.1 고정식 또는 왕복운동식의 작업용 베드 또는 지지대가 구비되어 있는 기계로서 절단

작업을 하는 동안 고정톱날을 사용하는 장치

      4.2 왕복운동하는 이송구에 톱날이 조립되어 있는 장치

      5. 목재 및 이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질의 작업용 기계로서 1 내지 4, 7에서 제시된 

형식의 복합기계

      6. 목재작업용 기계로서 여러 개의 공구거치대가 구비되어 있는 수동식 장부기(목재에 

구멍 뚫는 작업)

      7. 목재 및 이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질의 작업용 기계로서 수동식 수직 스핀들 성형

가공기

      8. 가반식 목재가공용 체인톱

      9. 금속 냉간가공용 프레스기(프레스 브레이크 포함)로서 작업물을 수동 적재/하역장치

(작업부의 이송거리가 6mm를 초과하고 이송속도가 30mm/s를 초과할 수 있음)가 구비

되어 있는 장치

      10. 수동 적재/하역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사출식 또는 압축식 플라스틱 성형기

      11. 수동 적재/하역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사출식 또는 압축식 고무 성형기

      12. 지하작업용 기계로서 다음의 형식에 해당되는 기계

      12.1 기관차 및 제동자량

      12.2 유압 작동식 천정 지지장치

      13. 압축 메카니즘이 구비되어 있고 수동으로 적재하는 형식의 가정 폐기물 회수 트럭

      14. 방호가드를 포함하는 해체가 가능한 기계 동력 전달장치

      15. 해체가 가능한 기계 동력 전달장치에 부착되는 방호가드

      16. 승강용 차량

      17. 3m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인화공용의 승강장치

      18. 휴대용 수리공구 및 기타 임팩트 기계류

      19.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설계된 방호장치

      20. 9 내지 11에서 제시한 기계의 안전가드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동력작동식 가동식 

연동가드

      21. 안전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장치

      22. 전도 방지장치(ROPS)

      23. 낙하물 방지장치(F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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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각 인증제도의 장�단점 분석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의 장점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시행된 지 10년째인 오늘날에도 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인증제도가 많이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제도의 통일성을 

꾀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계에서는 한 제조자가 제품 

전체를 제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요 부품은 직접 생산하고 부수적인 부품은 외주업체를 

통해 들여와서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제조자인 경우 제조자의 범위를 

딱히 정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설계나 제품검사만 원제조자가 하고 조립공정 등은 

외주업체를 통해서 위탁생산(OEM)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설계에 대한 심사인 서면심사는 원제조자가 받고 나머지 생산 시설은 위탁생산업체에 있기 

때문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는 위탁생산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된다. 안전인증서 상의

제조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자가 주요 제조공정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제조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산업

사회를 현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제조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OEM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한 조건으로 제조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조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설계공정 및 검사공정 등 필수공정을 보유하고 판매, 애프터서비스, 안전인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허가 기준을 두고 제조허가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는 위탁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 중고 수입품에 대한 완화된 안전인증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고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고품도 신품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중고품을 수입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을 준수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표 5-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조립도, 강도계산서류, 재료 시험성적서 등은 원제조자가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수입자가 구비

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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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종류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ㆍ보호구

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왼쪽 란과 같음

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

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

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

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

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왼쪽란과 같음

  따라서, 중고 수입품에 대한 완화된 안전인증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고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재료시험성적서 등 신품에 것과 동일하게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수입자는 법을 회피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수입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오히려 안전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역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구비 가능한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고, 

제품심사 중심의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등 완화된 안전인증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피규제자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여 최소한이라도 안전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5-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구비서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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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종류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ㆍ보호구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

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

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제품

심사

개

별

제

품

심

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

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없음

형식별

제품

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

(제58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셋째, 국외 제조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CE마크 인증의

경우에는 EU 역외에서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역내에 거주하는 자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입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해당 제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국외 제조자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자 할 때 제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인을 선임한다. 안전인증 신청, 

서류 제출 등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대리인의 권리나, 책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해당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을 질 당사자가 국외에 있어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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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외 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을 선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국내법으로 외국의 제조자에게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법적 대리인이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시장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에서는 별도로 

시장감시 활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확인심사가 

있기는 하나, 확인심사는 기본적으로 불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감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다. ISO 9001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심사와 같이 심사일을 정하고 심사대상자가 제시

하는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한 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제조자가 안전인증 받을

당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안전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확인심사와는 별도로 시장감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장

감시기관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불시에 입수하여 제품의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고용

노동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판품 등 

시장조사를 위한 법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주문제작품은 시장에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제품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방호장치 인증 대상 중 위험기계 안전인증 대상품에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방호장치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단점이라기보다는 기계 본체와 

방호장치의 전기적인 회로가 분리하기 어려운 등 기계 본체와 방호장치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프레스의 경우

에만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프레스 방호장치는 별도로 방호장치 인증은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3)

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기계의 발달과 종전의 단순한 방호장치만으로 위험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본체와 전기적 회로가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일체화 되는 방호장치도 

있다. 또한, 방호장치 인증 대상이 단순한 스위치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제어회로는 기계 본체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자에 있어서 방호장치와 위험기계에 대하서 이중

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불편이 야기된다.

  표 5-2는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와 방호장치를 나타낸다. 이 중,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한 제품은 위험기계와 관련 방호장치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험기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방호장치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여 해당 기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계 본체와 별도로 방호장치의 제조자가 방호장치만을 제조하고 그 방호장치를 공급받아 

기계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기계를 제조하는 자가 기계 본체와 일체화된 

방호장치까지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두 번 받아야하는 불편과 어디까지가 기계 본체의 영역

이고 어디까지가 방호장치의 영역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 별표 1(프레스 제작 및 안전기준) 제61호 다목 일부 발췌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결합된 형태의 방호장치는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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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안전인증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

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율안전

확인신고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

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

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

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

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것

  따라서, 위험기계 본체를 제조하는 자가 일체화된 방호장치까지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인증에 방호장치까지 포함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위험기계·기구 분체와 방호장치 인증을 함께 한다면, 단순히 방호장치의 성능

시험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기준을 정비하고 인증 이전 

단계에서 개별 시험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2>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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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s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안전인증의 방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에 비해 세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2가지인 것에 반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자가 직접 시험

하거나 제3자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품목별로 안전인증의 방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시험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이 혼합되어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율확인신고의 시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인시험기관이나, 

제조자가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방법이

세분화 되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절차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서면심사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이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해당하는 공장심사, 제품심사에 해당하는 제품시험의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이 이루어진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서면심사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3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방법을 비교한 것이며, 표 5-4와 표 5-5는 각 법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등의 절차를 비교한 것이다.

<표 5-3>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방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특징

안전인증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 지정시험기관 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자 또는 제3자기관 시험

- 중고 수입 전기용품 안전검사 구비서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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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절차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표 5-5>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절차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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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고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다. 중고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중고품인 경우 제조자가 금방 제조한

신품에 비해 구할 수 있는 서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원 제조자가 폐업하여 사라진 경우

에는 서류를 구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서류를 구하지 못하여 중고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나, 수입한 후 인증을 받지 못하여 기계 자체를 폐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중고제품을 수입하고 인증을 포기한 채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

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고 수입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구비 가능한 서류를 요구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피규제자가 규제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CE마크 인증제도

  CE마크 인증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회원국내는 물론 EU 역내에서도 통일된 제도라는 것이다. EU에서도 각 나라마다의 

인증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CE마크로 각 국내는 물론 EU 역내 국가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증마크는 그 인증제도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이 통일된 제도라는 피규제자들의 혼동을 유발하는 문제가 적다. 우리나라에는 각 개별

법에 따른 인증이 별도로 존재하고 대상품들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 피규제자들의 혼동을 유발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인증제도를 하나의 통일된 인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는 인증

제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인증

제도를 하나로 뭉친다면 국가경쟁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인증기준도 점차 국제기준(ISO, IEC 등)에 부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술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동남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KC마크가 널리 사용된다면 국제적

으로 인정받는 인증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CE마크와도 상호인정이 가능해지는 등 국가

경쟁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는 많은 인증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국가통합인증마크라는 KC마크가 23개

법정 의무 안전인증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수많은 인증제도들의 절차는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절차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절차가 그리 다르지 않듯이 말이다.

  둘째, 시장감시 기능이 강하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확한 시장감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직하지 않은 제조자가 인증을 받을 때는 양질의 제품으로

인증을 받고 추후에는 불량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자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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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확인심사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확인심사 당시에만 양질의 제품으로 확인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장감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EU영외 제조자는 역내의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외의 제조자는

역내 법률로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국외의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이며, 대리인이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외국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 하나의 통합된 마크와 제도로 운영되지만 품목별로 적합성평가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이다. 인증제도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품목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의 절차를 비교했을 때 안전인증의 심사 절차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공장심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제품심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제품시험

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심사 절차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서면심사에 해당되는 절차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에 대한 심사인 서면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5-6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의 심사 절차를 비교한 것이다.

<표 5-6>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절차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비고

서면심사 - 서면심사 없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제품시험

확인심사 정기검사

  이렇듯 각 품목별로 특성이 달라 인증절차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CE마크 인증에서는 여러 

가지 모듈의 적합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통일된 제도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적합성평가 방법이 장점이자 반대로 인증 방법이 복잡해지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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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는 2009년 검사·검정제도에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고  

2013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대폭 변경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아직 완전히 안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와 CE마크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조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OEM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한 조건을 두고 제조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조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중고 수입품에 대한 완화된 안전인증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고품을 수입하는 자

에게 재료시험성적서 등 신품에 것과 동일하게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 준수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구비 가능한 서류를 요구하고, 제품심사 위주의 안전인증을 실시한다면 

수입자의 법 준수 의식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이라도 안전성능을 검증받은 제품들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외 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법적 대리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시장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시장감시를 확인심사와 제보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감시 기능에 충실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제조자가 인증 

받을 당시의 제품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안전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하여 인증 받을 당시의 안전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본체와 일체화 되어 기계의 제조자가 방호장치까지 

함께 제조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 인증 절차와 위험기계·기구 인증 절차를 결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계·기구 본체의 영역과 방호장치의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제조자가 인증을

두 번 받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을 CE마크 인증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인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피규제자의 

혼동을 해소하고, 규모가 큰 인증제도로 발전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마크 뿐 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통합되는 국가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되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효과적인 인증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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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System

- Focused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ustrial facilit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it is a fact that not only the users are sacrificed but also the economic loss is 

caused by the accident of the use of the faciliti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troduces and implements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o prevent 

accidents from dangerous facilities in advance. The inspection and inspec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been converted into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n 2009,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lthough the system appears to be effective in reducing disasters over 9 years after it was 

implemented, it takes a little more time to be deposited and it seems that supplementation is 

necessary..Because of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cluding the 

change to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n 2009, and drastically change the target items for 

safety certification in 2013.

 In this stud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Electrical and Living Goods Safety Management Act, the 

CE mark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result, I will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cused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ange of manufactur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elaxed safety certification procedure for used imports.

 Third, it is necessary for Foreign manufacturers to mandate the representative of the 

domestic resident, in order to obtain safety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urth, market monitoring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ogether the certification of safety device  manufactured 

by a manufacturer that manufacture the main body of the hazardous machine.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t only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also all the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into a unified certification such as CE Mark Certif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n a direction that 

can enhance the compliance of the regulatory inconvenience and compliance with regulatory 

and the responsibility for safety certification products of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ers. 

In a not-so-distant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integrating the certification system of Korea will be implemented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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