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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필요성1.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안 개요< ( ) >

계획명□ 제 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4

계획기간□ 년: 2020 ~ 2022 년마다 수립시행(3 )․

법적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 조7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계획 범위□ 제품안전기본법 제 조제 항( 7 2 )

목표 및 기본방향 제품안전 기반조성 제품사고 방지대책, , ,① ② ③
수입제품④ 및 새로운 제품의 안전관리 제품안전 규제, R&D,⑤ ⑥

합리화 제품안전 정보공유 국제협력, , ,⑦ ⑧ ⑨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등

수립절차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수립 → ②관계 중앙행정
기관의장과 협의 및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 ③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통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제출, ·

수립경과□
ㅇ 기초자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 월(‘19.4~12 )

ㅇ 관계부처 대상 종합계획 정책과제 수요조사 실시(‘20.3.6.~3.19.)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20.4.8.~4.17.)

ㅇ 제품안전혁신포럼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20.4.9.~4.17.)

ㅇ 제품안전실무협의회(‘20.5.22.~6.4.) 및 정책협의회(’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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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2.

시장특성

< 신규 안전인증확인 대상 제품 현황· >
연도별 제조수입 제품[ · ] 년도 품목별 제조수입 제품[ ‘19 · ]

소비 기술·

구매형태

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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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

위해환경

해외

회원국의 리콜 공표 현황< OECD (http://globalrecalls.oecd.org)>

리콜제품 제조국[ ]
연도별 리콜건수[ ]

리콜 상위 품목[ ]

국내

소비자 인식

< 안전포털 접속수 및 제품안전인식조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문조사 월( , ‘19.11 )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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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종합계획 종합평가3

제 차 종합계획 개요1. 3

제 차 종합계획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3 , >

추진 목표
제품 생산유통사용․ ․ 과정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한全

더 안전한 사회 형성

추진 전략

 생산인증( · )

사각지대해소를
위한관리체계개선

수입유통( · )

수입유통다변화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사용소비( · )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소통역량( )․

안전관리 소통 및
역량 강화

중점 추진과제

비관리제품 및-1

융복합 신제품
안전관리

 수입 위해제품-1
차단

제품위해사고-1 ․

정보관리체계
개선

 제품안전-1
정책역량 강화

안전관리품목-2

및 안전기준
정비

 생활밀착 수시-2
안전성조사
확대

제품위해사고-2 ․

조사분석체계·
확립

 국내외-2
협업체계 구축

기업의 자율-3

안전관리 확산
 불법불량제품-3 ․

시중 유통 차단
리콜조치 및-3

이행 점검
절차 정립

 수요자 중심의-3
정책 기반
마련

안전관리체계-4

신설소프트웨어․

안전관리(SW)

 유통단계-4
안전규제
합리화

위해제품의-4

신속한 회수
체계 마련

 제품 안전문화-4
확산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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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별 이행점검 결과2.

중점 과제
이행점검결과

이행
여부 이행내용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신제품안전관리1-1.

1-1-1.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의 분류관리· 〇

온 오프라인 시장조사를 통해 비관리제품
개 발굴 및 안전관리방안 도출226 (‘18)

1-1-2. 비관리품목 및 신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관부처 명확화 〇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를 통해 개 품목“ ” 7
소관부처 지정

1-1-3. 비관리제품및융복합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〇 비관리제품 안전관리절차 마련“ ”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1-2.

1-2-1.現 안전관리품목의 안전관리방법
단계 전면 검토 후 조정(3 ) 〇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및"
안전기준정비 사업진행중" ('18.4~'19.12)1-2-2.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제개정 절차를 체계화 〇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확산1-3.

1-3-1.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기술컨설팅 제공 〇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개발 및 개 기업20
기술컨설팅 제공 (‘18)

1-3-2.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안전관리지침서 등 제작 배포․ 〇 전안법 개정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18)

1-4. 안전관리체계 신설 및 소프트웨어 안전관리(SW)

1-4-1. 중소상공인도 이행 가능한 안전․

규제 설정 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제품안전관리제도신설

1-4-2. 지능형 제품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 △ 분야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체계는 구축ESS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

수입 위해제품 차단2-1.

2-1-1.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 〇

협업검사확대를 위한 인력증원 명(4 6 )→ 및
조명제품휴대용선풍기 등 인증 협업검사KS․

2-1-2.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요건확인 철저 〇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개 개 확대15 17 ('18)→

생활밀착 수시 안전성조사 확대2-2.

2-2-1. 수요자 중심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〇

안전성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2-2-2. 시장 중심의 정기수시 안전성․ 조사
강화 〇

대 중점관리품목 선정 소비자원 등 유관30 ,
기관과 공동 안전성조사 회 실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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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2-3. ․

2-3-1. 시중 유통 불법 불량제품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강화 〇
어린이제품안전감시원운영확대 명(90 120 )⟶

행안부 및 지자체와 합동 모니터링 실시
2-3-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효율화 〇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지속 확대 바코드,
부착 제도 도입관련 용역 수행

유통단계 안전규제 합리화2-4.
소비자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2-4-1.
대해 구매대행 허용 〇 구매대행 특례제도 운영 전안법 개정( )

2-4-2. 동일모델 확인 및 사전규제 개선을
통한 병행수입 부담 완화 〇 병행수입 면제제도 운영 전안법 개정( )

제품위해 사고 정보체계 개선3-1. ·

3-1-1. 제품사고위해정보연계시스템구축․ 〇
제품안전정보포털국표원과 소비자위해( )
감시시스템소비자원 연계( ) (‘19.7)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3-1-2. 〇 리콜정보 알리미 앱서비스 제공
제품위해 사고 조사 분석체계 확립3-2. ·․

체계적인 제품위해 사고 조사3-2-1. ․

절차 마련
〇

수집된 제품사고정보에 대해 사고조사
여부 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3-2-2. 제품 위해사고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
〇

사고조사 용역을 활용하여 화재원인 분석·
유해물질 위해 평가의 전문성 강화

리콜조치 및 이행점검 절차 정립3-3.

3-3-1. 위해제품에대한리콜조치효율화 〇
어린이제품 생활용품부적합시처리기준제정,
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격상은 현행 유지

3-3-2. 위해제품회수를리콜이행점검강화 〇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 규정 신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리콜이행 평가기준 재정립 추진 중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3-4.

3-4-1. 리콜 등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체계 구축 △ 유통사와 협력하여 리콜을 이행하도록

사업자 대상 교육매뉴얼 발간으로 대체

3-4-2.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리콜행정․
주체 정비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출범 으로(‘18.9)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리콜행정체계 보완

제품안전 정책역량 강화4-1.
4-1-1. 제품안전관리 전담기구인 제품

안전관리원 설립
〇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18.9)

4-1-2. 제품사고 조사 분석 등을 위한·
제품위해평가센터가칭 설치“ ( )”

△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중이며,,
현재는평가팀을신설하여시범실시중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4-2.
4-2-1. 부처 및 사업자와의 협업 강화 〇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신설
4-2-2. 제품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 협업 강화
〇

년 제품안전 역량강화를 주제로‘18 ’19～
글로벌포럼개최 호주 등( , EU, , , , )美 中 英 日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4-3.
4-3-1. 다양한 이해관계자이 참여하는

제품안전정책 추진
〇

제품안전혁신포럼운영으로 정책의견 수렴
운영위원회 기술제도분과( , · )

4-3-2. 소상공인의안전관리역량강화지원 〇

지자체와 협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전 시험 장비 인프라 구축

경기 부산 인천 익산 등(`18) , , (`19) ,
제품 안전문화 확산 정착4-4. ·

제품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4-4-1.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

〇
교재 지침서 영상 개 제작 배포 및· · 14 ·
개 제품안전체험관 구축4 (‘17~’19)

4-4-2.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시 및 유공자 포상 확대

〇
지상파일간지온라인 등 홍보매체 다변화· ·

정부포상 확대 점 점· (’17 ‘19) (46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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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3.

성과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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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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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품안전관리 관련 통계지표< 2 : 년 기준(2019 ) >

구분 년17 년18 년19

289 285 278

안전
관리
품목
개( )

안전인증 54 51 46
안전확인 110 110 107

공급자 적합성확인 125 101 102
안전기준 준수대상 - 23 23

인증
·

확인
건( )

인증 유지 172,666 194,573 221,495

해외 105,563 123,051 145,134
국내 67,103 71,522 76,361

신규 인증 33,038 34,282 36,968

해외 22,433 24,658 27,600
국내 10,605 9,624 9,368

4,800 4,873 5,246

안전성
조사
건( )

부적합건수 848 1,191 1,608
비율(%) 17.7 24.4 30.7
리콜 285 326 445

개선조치 563 865 1,163

수입통관 검사건( ) 4,358 3,846 4,759
부적합 건수 1,324 951 1,193

비율(%) 30.4 24.7 25.1
4,290 3,820 6,549

불법
·

불량
단속
건( )

위반 건수 1,813 1,483 3,145
비율(%) 42.3 38.8 48.0

고발 526 421 599

개선조치등 1,287 1,062 2,546
324 371 477

위해
제품
리콜
건( )

안전성조사 리콜조치 285 326 445
명령 284 321 423
권고 1 5 22

사업자 자발적 리콜 39 45 32

회
수
율

안전성 조사(%) 41.9 40.7 42.8

자발적 리콜(%) 36.1 37.4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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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현황 및 당면과제

제도 현황1.

개요

제품출시 前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안전 인증①
품목(46 ) 37 5 4

안전 확인②
품목(107 ) 66 25 16

③공급자적합성
품목(102 ) 73* 15 14

④안전기준준수
품목(23 ) 23

품목278 176 68 34

제품출시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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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2.

제품출시 관리前

인증 확인·

총‣ 인증유지 제품 만건중 만건가(22.1 ) 65.5%(14.5 ) 수입제품으로 효과적인 관리 요구

연도별 안전인증 취득유지 현황< · >

연도별 인증확인 취득유지 현황[ · · ] 연도별 신규 취득 인증확인 현황[ · ]

공급자 적합성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기준준수

부‣ 적합이 높은 품목을 우선 집중관리하고 제품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등 부적합률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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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관리後

수입제품 검사

‣ 수입증가에 대비, 조사대상 확대, 조직·인력 보강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 필요

유통제품 조사

‣ 부적합 비율이 높은 제품은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 필요

‣ 어린이 안전 제고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안전관리 요구

리콜조치

리‣ 콜이행 전담관 지정 처벌조항, 과징금 양벌규정( , ) 신설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위해상품 차단

C‣ 온라인매장*( ) 오프라인매장 등에도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D*( )
‣ 온라인 매장에도 상품식별추적이 용이하도록 바코드․ 도입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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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후관리 관련 주요 현황< 3 : >

< 연도별 사후관리 조사 및 부적합위반 현황· >

통관조사[ ] 안전성조사[ ] 불법불량 신고[ · ]

연도별 품목별 리콜건수< / >

연도별 리콜건수[ ]

324

371

477

2017 2018 2019

품목별 리콜건수[ ]

위해상품 차단매장수 및 업무수행 절차도< >

위해상품차단 매장수[ ] 업무수행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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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3.

정보 수집 및 분석

◇

◇

제품 출시 관리前

◇

◇

제품 출시 관리後

◇

◇

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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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및 전략

추 진 목 표

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4 ·AI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좀 더 안전한 국민생활 구현

추진 전략

정보수집 → 분석 → 제품출시 前 관리 → 제품출시 後 관리 등

단계별 안전 기능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구축

중점 추진과제

정보 수집 (Sensing)
제품 출시 관리前

(Pre-Control)
제품 출시 관리後

(Post-Control)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융복합신기술 제품 인증․ 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불법제품 식별 시스템 구축 안전 평가방법개발S/W , IoTAI․ 유통제품 조사단속 강화·정보수집강화및시스템개선

환경변화 대응 품목기준 정비·
위해제품 신속차단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지원위해도 분석 (Analysis)

구매 대행제품 안전 강화전담 위해성 평가센터 구축 취약계층 제품 안전성 강화

위해제품 리콜이행 강화조사분석기관 역량제고 기업부담 경감 안전규제완화

안전관리 기반조성 (Infrastructure)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강화

국 내 외․
협 력 강 화

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

제 품 안 전
기 술 개 발

교 육 홍 보․

다 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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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분석 위해【 】․ 정보 수집 및 평가 분석 강화·

정보 수집< (Sensing) >

1-1 제품안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현황
A 빅데이터 등 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가 기반으로 유통I·IoT· 4 , ·
구매 시험인증 표준안전기준 데이터, , · *를 통해 제품안전관리 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

유통제품 시험검사 등 빅데이터 자료와 소비자원, , 관세청 정보 뿐 만아니라,
뉴스 등의 정보도 수집하여 분석활용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 추진 필요·SNS ·

□

상품 구매․

→ →

시험인증

표준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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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제품안전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정책 로드맵 개발 >

ㅇ 보유정보 분석( )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現 * 간 위해 인과연계성 분석· ** 및 도출

ㅇ 데이터표준화( ) 데이터 필터링 변환 정제 통합 등 정보 분석을, , , 위한 데이터 구
조 표준화 전략* 마련

ㅇ 활용방안 마련( )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개발 및 관련 컴퓨팅 및․ 하드웨어 등
플랫폼 개발 활용 안전관리 시범사업 계획 등, AI

① 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통관정보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 ,
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기획 기반 마련

② 뉴스 블로거 등 웹문서의 자동 수집을 위한 방안 마련, SNS,

③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예측 등이 가능한 제품안전 종합 시스템의
주요 정보화 요구사항 도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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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구축

관련 현황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불법불량 신고 건수가 오프라인 유통에 비해 배로2.4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자동감시 및 소비자 참여 신고체계 마련 필요·

□

앱 개발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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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제품안전 시스템 개선

관련 현황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입 통계 시장현황 등이 요구되나 안전관리, ,
품목과 각종 통계의 상품제품 코드가 달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인증 리콜정보 등 다양한 제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 관리하고 있으나, · · ,
품목별 제조자를 위한 위해 정보 분석 제공에는 한계

제품안전정보센터 는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수집제공하며(safetykorea.kr) ·
제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데이터간 연계 통합 분석기능 미흡, ,

품목별 코드 매칭

시장현황 분석

수집정보관리 체계화

정보 분석논리모형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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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정보 연계 정보 수집 분석· 정보 활용한 서비스 제공
· ·

ㆍ 개 인증기관7 KC 인증정보( )

ㆍ한국소비자원위해신고정보( )

ㆍ관세청통관정보( )

ㆍ해외사이트( 개국리콜정보42 )

ㆍ소비자단체모니터링 정보( )
ㆍ
ㆍ

⇒

수집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KC
제품위해신고정보·
수입통관정보·
국내국외리콜정보· ·
불법불량제품정보·
제품사고신고정보·
안전성조사 등·

⇒

분석
·

제공

정부
·

단체

ㆍ불법제품 수입차단관세청( )
ㆍ불법제품 유통차단대한상의( )
ㆍ위해정보 활용공정위 환경부 등( , )
ㆍ위해정보 활용한국소비자원 등( )

기업
ㆍ위해제품 판매차단 번가 옥션등(11 , )
ㆍ제품안전사고예방제조업체( )

국민 ㆍ제품안전 정보 검색

제조자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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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분석< (Analysis) >

1-4 전담 위해성 평가센터 구축

관련 현황
융복합신개발제품 비관리제품 등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소비자들은· , 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과학적 방법의 위해도 평가체계는 미흡한 실정

ㅇ 가이드 개발

ㅇ 전문가 구성POOL

ㅇ 시스템 개발

ㅇ 위해요인 구축DB

ㅇ

위해도 평가센터 신설 구성안< ( ) >

역할( ) 사고원인분석 위해도 평가 분석 등 제품, · 안전 연구 안전기준 마련 등,

조직( ) 제품안전위해도 평가 전문 개팀5․

설비( )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화학 물리 평가 분석 장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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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분석 기관․ 시험인증기관 등( ) 역량 제고

관련 현황
담당조사관별순환보직 등( ) 업무편차가 발생하고 품목별위해유형별 사고조사·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조사 세부절차 등이 미흡한 실정,

협의체 구성

공통시험방식 마련

역량 검증

검사지침서

조사역량 강화

표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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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출시 관리【 前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2-1 융복합 제품의 시장출시 촉진

관련 현황
신제품을 개발하여도 인증의 벽에 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또는 불가되어 기술( )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도 관련 기술기준이 적기에 제개정되지 않으면 규제 특례·
기간 년 만료 후 정식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제품이 사장될 우려 존재(2+2 ) , ,

구분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새로운 제품 안전인증

주관 국조실과기부산업부중기부등, , , 산업부 산업부

법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등, 산업융합촉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범위 모든 제품 대상 안전인증대상

허가인증·
기준

규제 허가기술기준, ·有 無
법령개정필요( )

법정인증 인증기준,有 無
법령개정불필요( )

안전인증 안전기준,有 無
( 단체표준 등 적용KS, )

임시허가 허가기술기준 인증기준 확립· ( )先 後→ 기준마련전문위의결( ) 안전인증→

사례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산업용 융합안전모 승용완구 보드+

기준개발

기업지원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R&D) >
․ 개요( ) ❶규제샌드박스 정식허가 또는 ❷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을 위해 제품에 맞는

기준 개발 및 ❸개발된 기준에 맞게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사업R&D

․ 기간 예산( / ) 년5 (’20~’24) 연 억원/ 42.6 ( 억원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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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능안전성 도입 및 제품의 평가방법 개발S/W IoT AI․

관련 현황

사‣ 물인터넷 및 기능 내장 제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결함있는 소프트웨어(IoT) AI ,
악의적 해킹 등에 의해 국제기구 해외 등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및 등을 중심으로 제품에(IEC/ISO) OECD IoT, AI‣

대한 디지털 보안 오작동 예방 등을 위한 검증 방안을 개발 중*, S/W

해‣ 외기관 등 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제품군별 사고발생 빈도(VDE, TUV ) ,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안전성 시험의 선별적 적용*여부 검토 상(‘21 )～

구분 위험발생 사례 보고서(OECD, CPSC )美

IoT  난방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하여 겨울에 난방작동이 중지
 스마트 조명 시스템 해킹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발생

AI  자율주행차 해킹으로 인한 브레이크 및 주행결함 발생
 시제품 로봇의 작업공간 탈출로 인한 민간위협 및 교통장애 유발AI

‣ 국제기구 연구표준화 활동 등에 참여하고 적용 가능 분야(OECD, ISO/IEC) ·
검토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등을 위한 병행 추진,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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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변화에 부응한 안전관리 품목기준 정비․

관련 현황
현행 다수의‣ 안전기준은 특정 제품군에 적용토록 되어 있어 신기술 융복합 등, ,
의 제품이나 기술 발전 수준 등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
품‣ 목과 기준을 기술변화 사용자 환경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 검토 필요, ,

통합 단순화·

원칙허용 방식

안전관리대상

안전기준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안전기준 정비< >

․ 전기용품 표준과 조화IEC→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 등의ISO, EN, ASTM 표준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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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 지원

관련 현황

‣ 어린이제품생활용품 생산기업 특히 섬유제품 은 대부분 인 미만의 영세( ) 10․

기업소상공인으로 설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제도 인지 미흡,․ ․

애로 접수 상담·

현장방문 컨설팅

수요조사


접수 및 검토


현장 방문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상시·

애로접수
접수 내용 검토 및

일정 조율
기업 현장방문 및
애로해결 상담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피드백

시험비용 지원

해외인증 연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지원< - >
단계 현장파견(1 : ) 분야별 전문인력를 기업 현장으로 파견하여 맞춤형 지도1:1

단계 시험비용 지원(2 : ) 해외규격의 기준치 만족을 위해 제품 개선 등 애로
기술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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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제도 강화

관련 현황

최근 년간 안전사고 만건 중 만건 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해당3 (21.2 ) 34%(7.2 )‣

고령화의 급속 진전과 안전배려계층 특성상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전이 요구‣

어린이 제품

어린이의 의도되지 않은 제품 사용 예시< >

침대 보호가드 끼임사고 커텐 줄 질식사고 서랍장 전도사고

‣ 개선( ) 제품 설계·선택 요령, 오사용 방지 등 공통 안전 기준 개발

고령자장애인․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제품안전 요건 개발 및 정보제공 해외사례< · ( ) >

고령자를 위한 안전요구사항 장애인 안전정보 제공
미국의 경우,․ 고령자 의료문제 증가로 목욕의자 보행차 등 고령,
자안전이슈제품과 안전요구사항검토중 (

당뇨 보행장애 시각장애 관절염 심장혈관

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 쉬운, ,美 英․

정보 제작 및 관련 가이드 제작배포·

‣ 개선( ) 고령자 친화형 가이드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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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공통 안전 가이드 개발방향< 예시( ) >

‣ 사( 용행태) 사용자 특성(신체적 인지감각 능력 및 한계 지식 기술 경험 교육 선호도 등· , , , , , ),

예측가능한 사용조건방법 시간 등( , ) 등 연구분석을· 통해 발생우려가 있는 위해요인 개발

‣ 사( 용환경) 제품사용 주기(포장해체 조립 연결 사용 유지보수 업데이트 보관 수리→ → → → → → → →

폐기)에 대해 기능이나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환경 요인 개발

‣ 인( 식정도) 제품에 어떠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인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전달 방법제품 표시사항 홍보 등 개발( , )

동일모델 개선

등록된 신고모델 및 동일모델 사례< >

신고모델

⇒

동일모델

확인 가능 확인 불가

‣ 개선( )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모든 동일모델 제품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가 검토

위해제품 효력상실

‣ 개선( )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어린이법 개정을 통한 효력상실
처분* 규정 입법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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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과 전안법의 행정처분 규정 비교< >

법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안전인증 대상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인증취소(§21,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인증취소(§11, )

○
효력상실(§20, )

표시기준 강화

김치냉장고 사용기간별 위해사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 >

구분 년 미만5 년 미만5~10 년 이상10 합계

위해건수
비율( , %)

18
(5.7)

25
(8.0)

271
(86.3)

314
(100.0)

‣ 개선( ) 감전화재 등 위해도 높은 전기용품에 대한 권장사용기간 등‧ 표시사항
규정 개정 검토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 내실화

‣ (개선) 온라인 신고 사이트 운영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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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규제 완화

관련 현황
‣ 규제부담 능력이 미흡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비용을 부담·
하는 역진성 해소를 위해 유사중복다중규제 등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필요· ·

기술발전 새로운 제품 등에 부응하여 안전규제 조정완화도 요구되는 실정, ·‣

국내 조명기업 인증 보유 현황< LED 월 기준(‘19.9 ) >
구분 안전KC KS 고효율 효율등급 녹색 친환경

업체 수 2,132 822 999 182 113 273
인증건수 22,222 2,021 33,575 4,222 343 1,744

‣ 개선( ) 다수 인증 원스톱처리 창구를 운영하여 ① 조명LED 제품에 대한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②차단기 가구, 등으로 확산 년간 개 품목(5 25 )**

모듈형 인증 도입

사례 모듈형 인증제품 국내 는 규제샌드박스로 인증허가< ( ) - A >社

모듈 기능 이미지 제품 비고

모듈A 필터 정
수
기

냉
수
기

냉
온
수
기

모듈 기본 냉장고용 필터 정수기A =

모듈 모듈A +B = 일반 정수기 안전확인( )

모듈 모듈 모듈A +B +C = 냉수기 안전인증( )

모듈 모듈 모듈A +B +D = 냉온수기 안전인증( )

모델B 컨트롤

모듈C 냉수

모듈D 냉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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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①설치 현장에서 완제품으로 결합하거나, ②모듈 교체추가가 가능·
하도록 완제품 형태가 아닌 구성품 단위 인증 도입

의료기기 면제범위 확대

‣ (개선)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전기적 안전성을 검증받은“ ” 인증“ ” 또는
신고“ ”한 제품도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포함

어린이제품

‣ 개선( ) 안전 확인 제품 중 소상공인 품목이나 판매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일부 안전기준 항목을 자기적합성으로 완화 검토

전기용품

‣ 개선( ) 기술개발 위해도 저감 현황 등을 고려하여, ①안전관리 수준 하향,
②인증 요건 완화 및 ③표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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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출시 관리【 後 위해제품 시중 유통 차단】

3-1 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관련 현황
신‣ 속한 통관을유지하되불법 불량제품의통관을차・ 단하기 위한 통관검사 강화 필요

‣ 인력 부족으로 우회 통관으로 검사 회피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한계,

집중검사 실시

세관장 확인품목 확대

통관단계 검사세관 확대

통관단계 검사인력 확대

‣ (개선) 수입물량이 많은 부산세관에 파견인력을 확대하고 우회 통관이 우려
되는 군산세관, 광양세관 등도 통관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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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통제품 조사 단속 강화·

관련 현황
‣ 소비자 피해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빈발 제품이나 부상화재 우려가·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시장 감시 및 안전성 조사 등 필요

특‣ 히,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한 소비자단체 등과의 시장감시를 확대하고
합동점검 등도 실시할 필요

연중 감시

인터넷 카페 계도

합동 점검

관계기관간 시장 감시 협력< 예시( ) >
‣ 소비자단체 : 제품안전감시원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감시

‣ 지 자 체 : 지역 상가매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 합동단속

‣ 부 처 합 동 :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등과, 학교주변 매장에 대한 기획단속

중점관리품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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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요 중점관리품목< `20 >

전기용품 전기매트 전기오븐기기 전기찜질기 등기구 등 개( ) , , , LED 19‣

생활용품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스포츠용 구명복 등 개( ) , , 12‣

어린이제품 완구 유모차 카시트 유아동 섬유제품 등 개( ) , , , 19‣ ‧

선제적 조사

前‧

< 안전성조사 운영 개선 안( ) >

현행 개선

차1 신학기 중점관리품목, 월 초3

⇨

차1 신학기 월 말2

차2 중점관리품목 차1 월 말4
차2 가정의달 중점관리품목, 월초5

차3 여름용품 월 초7
차3 여름용품 중점관리품목, 월 중순7

차4 중점관리품목 차2 월 초10
차4 겨울용품 중점관리품목, 월 중순12 차5 겨울용품 월 초12

D 관리 및 결과환류B

사전 단속팀 신설

단속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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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 현황
美‣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세계적 쇼핑 시즌의 국내 유행으로, 中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급속 확산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고도 급증 추세,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해외 리콜정보 등 제공

온라인 몰

인터넷 카페

․

구매대행 사업자

온라인 몰 운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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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해제품 신속 차단

관련 현황
‣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상당수, , ,
온오프라인 매장 만개 매장이 연계되어 있으나(17.3 ) N*, C* 몰 등은미도입

연계매장 확대

바코드 적용 확대

발송SMS

A 활용pp

소비자단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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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해제품 리콜이행 강화

관련 현황
리콜이행을 촉진하도록 전담자 지정 지속관리 및 처벌규정 강화하는 한편,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스스로도 제품 위해성 확인 시 리콜 신속 실시

절차수립

참여기업 유도

ㅇ 전담책임제 도입

- -

ㅇ 상시점검

법령정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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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조성 제품안전 대응역량 강화【 】

4-1 비관리제품 분류 가이드 개발 및 발굴 강화

관련 현황

현행 비관리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해당 제품의 위해도 관리 유통 시장 조사 등 관리사각지대 발생,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 기타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 등․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환경보건법․

수도법 등․

․ 원안위( ) 생활방사선법
․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등
․ (농식품부) 농수산물품질법등
․ 소방청( ) 소방시설법 등

사전사후적인시장관리조치가필요한제품에대한소관부처조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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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계부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관련 현황

‣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부처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치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 사업자 혼란 우려,

글로벌 생산유통 환경에 따라 제품안전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등의 국제기구와 등과의 협력도 필수적OECD, ISO , EU美

협력 강화

공동 감시

관계기관 간 위해제품 관련 협력업무< 예시( ) >
관계부처기관· 해외위해제품 리콜 온라인 판매차단 추진 안전기준 제도개선 검토, ,
관 세 청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위해 제품에 대한 통관금지 추진
소 비 자 원 국내 유통 해외위해제품 정보 및 각 부처기관 조치실적 수집공유· ·

안전정책

안전기준

리콜 통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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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관련 현황

‣ 신기술융복합제품의 안전성확보· , 전국적인 유통제품 안전관리 다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역량 강화 필요

광역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지원

위해도평가체계 확립

·

R 역량 강화&D

유관기관 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



- 41 -

4-4 제품안전 기술개발

관련 현황
‣ 년 기존 제품안전 사업 일몰에 따라 융복합기술 현장애로 등 기업수요에’20 R&D ,
기반한 중기 제품안전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신규예산 확보 추진 필요

제품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 등 필요·‣

시험인증서비스

등

시험평가센터 구축

안전기준 개발

안전인증역량강화
년 억원(’18~’20, 3 , 182 )

국민생활안전예방기술지원가칭( )
년 억원(’21 ’24, 4 , 280 )∼

내
역
사
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억(50 )① → 제품안전성 기술개발 억(30 )①

차세대계량기술개발 억(15 )② 안전기준평가기법 개발 억(10 )②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억(7.3 )③ 제품안전 향상 기반조성 억(3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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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육 홍보 다각화·

관련 현황
제품 위해사고 등으로 인해 제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미흡,

‣ 그간의 안전관련 홍보는 단발적이고 지엽적인 접근으로 홍보효과가 높지 않은
실정으로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필요

유아·어린이

청소년 교사·

노약자소상공인․

홍보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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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전략 1 정보분석 위해정보 수집 및 평가분석 강화·【 】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0 ‘21 ‘22

제품안전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유통 제품 및 시험인증데이터에
대한빅데이터플랫폼구축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공정위 등

위해 통관 인터넷등다양한제품, ,
안전빅데이터구축로드맵개발

불법제품자동식별
및신고시스템구축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리콜 제품·
검색시스템 구축 산업부

관세청
공정위 등 소비자 참여 안전감시 앱 개발

및 쇼핑몰 신고채널 추진

제품안전정보수집및
제품안전시스템개선

제품 품목별 코드 매칭을 통한
안전관리대상품목의체계적관리

산업부
공정위

제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화

제품안전 정보 수집분석제공· ·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0 ‘21 ‘22

전담 위해성 평가
센터 구축

 위해도 평가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마련하고전문인력확보

산업부
 제품 위해도 평가 추진을 위한

시스템 및 위해요인 구축DB
유통중인제품에대한전담위해성
평가 센터 구축

조사분석 기관
역량 제고

 안전성조사 참여 기관간 시험
방법 동질화

산업부
제품안전시험기관간 시험검사‧

능력의 동등성 확보

 중대사고 조사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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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제품출시 관리前【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0 ‘21 ‘22

융복함 제품의
시장출시 촉진

 융복합 기술 등이 적용된 소비·IoT
자제품에대한허가인증촉진·

국조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융복신제품의안전성강화를위한
기준안 개발및제품개선지원( )

기능안전성S/W
도입 및 IoT·AI
제품의 평가방법
개발

 가전분야 등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 평가인증 적용 검토 산업부

국토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적용(IoT)· (AI)
제품의안전도평가방법개발

환경변화에 부응
하는안전관리품목·
기준정비

 새로운 제품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기준 개발원칙 정립

산업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품목 조정 및 기준 정비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 지원

 안전기준 준수 및 인증 획득을
위한온오프라인컨설팅실시· 산업부

중기부시험검사비용지원및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안전제도강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공통

안전가이드 마련

산업부
공정위
소비자원( )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위해발생우려가높은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안전규제완화

조명 다수인증 원스톱처리LED

본격시행 및 확산 추진

산업부
모듈형인증제도도입및의료기기

인증 면제범위 확대KC

안전규제로인한기업부담완화를
위해안전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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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제품출시 관리後【 위해제품 시중 유통 차단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0 ‘21 ‘22

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위해 우려가큰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 통관검사와 대상 확대 산업부

관세청
 조사인력확대 및 협업강화

유통제품
조사·단속 강화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산업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조사 강화

 사전 단속팀 신설 출입조사,
권한부여 등 단속강화

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조사 정보제공등을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산업부
온라인몰 인터넷카페등에서불법,

제품이유통되지않도록계도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업자의무강화
공정위

위해제품
신속 차단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및 바코드 도입 추진 산업부

공정위
소비자원( )유통사소비자단체등과의협력으로,

신속한 리콜정보 전파

위해제품
리콜이행 강화

 자발적 리콜활성화를위한 세부
절차 수립 및 참여기업 유도

산업부
 업체별 전담자와 상시점검 등을
통한 리콜이행 강화

리콜이행강화를위한법령정비
및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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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기반조성 제품안전 대응역량 강화【 】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0 ‘21 ‘22

비관리 제품
분류 가이드 개발
및 발굴 강화

 위해요소의 신속검토 등을 위한
소관부처분류기준정립

국조실 등 개12
부처

온라인 유통시장 집중 조사 등

비관리제품 발굴 강화

관계부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해외위해제품의국내유통방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산업부
공정위
소비자원( )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제품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

 광역온라인 유통제품 안전망·
구축 추진

산업부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전문화

 국내외 제품안전기관과 업무·
협력 강화

제품안전
기술개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및 안전기준 개발 추진

산업부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적극대응
하도록 기술개발 사업 확대

교육홍보·
다각화

제품안전 소비자 교육홍보·
다각화

산업부
교육부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다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