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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 16(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16(목)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

담당과장 고재강 과장(043-870-5420) 담 당 자
김  석 사무관(043-870-5423)
김국호 연구관(043-870-5427)

전기매트 등 겨울철 수요 증가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 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리콜명령 처분 대상 51개 제품(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도 첨부)

<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전기매트, LED등기구 등): 17개 >

ㅇ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12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

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

ㅇ (LED 램프, 조명기구용컨버터 등: 5개 제품)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

< 정기 6차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1.9～11월(3개월)

▶ 조사대상: (전기) 전기요, 전기오븐기기, 전기온풍기, 가습기 등 17개 품목 531개 제품

(생활) 수납 가구, 가정용 섬유제품, 온열팩, 안전모 등 15개 품목 259개 제품

(어린이) 모형완구, 유․아동 의류, 어린이 가죽 신발 등 14개 품목 50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온도상승시험, 제품 내구성 및 안전성 시험, 유해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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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대형 서랍장, 안전모, 가죽제품 등): 16개 >

ㅇ (대형 서랍장, 안전모: 12개 제품)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ㅇ (가죽장갑, 온열팩 등: 4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 어린이제품(완구, 가죽제품, 의류 등): 18개 >

ㅇ (완구, 안경테 등: 10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ㅇ (어린이 가죽제품, 유․아동 의류: 8개 제품)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및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

□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ㅇ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246개 제품, 70만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ㅇ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리콜제품 언론공개 개요
2. 리콜명령 대상 제품목록
3. 제품별 리콜공표문(별도 첨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  석 사무관(043-870-5423), 김국호 연구관(043-870-54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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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리콜제품 언론공개 개요

□ 공개 개요

ㅇ 목적 :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 `21.12.16(목) 13:30 ~ 15:00 / FITI 마곡본원 2층 대회의실

     * 상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FITI시험연구원)

ㅇ 공개제품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조치된 51개 제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5:00 90‘ ㅇ 리콜제품 촬영 ․언론사 자유촬영

※ 별도 브리핑 없이 자유촬영 진행

□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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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리콜명령 대상 제품목록

연번 품목명 업체명
제품명(제조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명인상사
KSJ-1200A (수입)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열소자 기준치(최초 10분): 140 OC,
전열소자 기준치(정상상태): 100 OC,
표면 기준치: 50 OC)HU071861-18005

2 ㈜피플스
CAS-CM04 (수입)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 기준치: 50 OC)HU072659-20002

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머레이코리아
HEAT-NS250 (수입)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유연부 표면 기준치: 30 K)XU070388-19001A

4 K&B Korea Inc.
HESTIA-1 (제조)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열선 기준치: 80 K, 표면 기준치: 30 K)YA07070-19001

5 주식회사 히템

히템 바디(HEATEM Body)
(온라인 표시) (제조)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 기준치: 30 K)
YK07019-19002

6
주식회사

동광앤에스
M01 (수입)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 기준치: 30 K)YU07231-20001

7 디지프리 INT
HIVE-300 (수입)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 기준치: 30 K)YU07189-19001

8 재은유통
LIFE GEAR 발열조끼 (수입)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 기준치: 30 K)XU070373-19001A

9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발보온기)

㈜분당ENG

발난로 (제조)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 기준치: 40 K)
JH07900-17001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매트)

풀꽃향기
FG-1 (제조)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최고 온도 기준치: 95.0 OC,
취침 온도 기준치: 37.0 OC)HM07091-20005

11 ㈜현대의료기
HM-2008-SOPA (제조)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열소자 기준치: 95.0 OC)JH07473-9007

12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석)

신유일전자

BS-20 (제조)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열선 기준치(최고): 100 OC,
표면 기준치(최고): 50 OC)HH071242-17011A

13

그밖의 램프
(LED램프 모듈)

주식회사
프라임엘이디

HSLED-14-20(온라인표시) (제조)
▫ 전기적 강도 부적합

(기준치: 850 V 를 견딤)

▫ 연면거리 기준치 미달
(기준치: DC 150 V 일 경우 1.6 mm)

YH11089-14001(온라인표시)

14
㈜에이치이비
(Heb Co.Ltd)

FLB18S3 (제조)
▫ 전기적 강도 부적합

(기준치: 2,880 V 를 견딤)

▫ 연면거리 기준치 미달
(기준치: 2.23 mm)

YH11107-18001B

15

일반조명기구
(LED

등기구)

㈜토탈룩스
TL-LVRM180LP-6 (제조)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적합
JH11714-19007

16
주식회사
삼오전자

BT-CL-60WAC (제조)
▫ 전기적 강도 부적합

(기준치: 2,880 V 를 견딤(2종 기기))

▫ 연면거리 기준치 미달
(기준치: 5.0 mm(2종 기기))

JD11096-20001

17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조명기구용컨버터)

주식회사
일렉스코리아

EP-MR16-20T (제조) ▫ 전기적 강도 부적합
(기준치: AC 3,630 V 를 견딤(초저전압회로))SH11226-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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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명 업체명
제품명(제조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18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서랍장)

위드현

댄디 1000 빅 와이드 5단 속깊은 
서랍장 (제조)

▫ 안전성(등분포 하중) 부적합
(기준치: 전도되지 않을 것)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치 초과
(기준치: 평균 값이 1.5 mg/L 이하)

-

19
주식회사

나우플러스

루나 800 5단 서랍장 (제조) ▫ 안전성(등분포 하중) 부적합
(기준치: 전도되지 않을 것)-

20
㈜쓰임자리

연구소

메가 칸칸이 5단 서랍장 800 CB010 
(제조)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

21
주식회사

아이앤에프

베리타참죽나무 5단서랍장TP (제조)
▫ 안전성(수직력) 부적합

(기준치: 전도되지 않을 것)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

22 ㈜에보니아

그로브 5단 서랍장 (제조)
▫ 안전성(등분포 하중) 부적합

(기준치: 전도되지 않을 것)

▫ 안전성(수직력) 부적합
(기준치: 전도되지 않을 것)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

23
㈜에스엠디
네트웍스

샌드 800 5단 서랍장 sw056 (제조)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24
주식회사

아리아컴퍼니

Jenna 4단 서랍장 대용량 수납장 ( - )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25
㈜아이앤지

퍼니처

베이직 5단 800 서랍장 A타입 
(제조)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

26 ㈜스튜디오삼익
리베라 5단 서랍장 800 (제조) ▫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벽고정장치를 제공할 것)-

27 운동용
안전모
(스키용
안전모)

㈜아머스포츠
코리아

살로몬 파이오니아 (수입) ▫ 충격흡수력 부적합
(기준치: 250 g 을 초과하지 않을 것)B533R5025-19002

28 이토르
REXTON (수입) ▫ 충격흡수성 부적합

(기준치: 2,943 m/s2 이하)N521R020-20031

29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레트로버커스텀
레트로버 헬멧 (제조)

▫ 충격흡수성 부적합
(기준치: 2,943 m/s2 이하)

B521A001-18001

30
가죽제품
(가죽제품)

㈜더에이치투
REUSCH D.MONEY R-TEX XT (수입)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2배 초과

(기준치: 75mg/kg 이하)-

31
화광교역
주식회사

PFA72GL01A (수입) ▫ 6가 크로뮴 기준치 1.4배 초과
(기준치: 3.0 mg/kg 이하)-

32
온열팩
(온열팩)

토이코리아
천하무적 활성탄 핫팩(캐릭터) (제조) ▫ 온도특성(최고온도) 부적합

(기준치: 70 oC 이하)B684H004-3001

33
스노보드
(스노보드)

브로즈
디스트리뷰션

FB1DR62 (수입) ▫ 유지 강도 부적합
(기준치: 4,500 N 이상)B315R0021-20001

34

완구
(승용완구)

수생토이즈

완구 K-11 (수입)
▫ 제동 부적합

(기준치: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
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완구의 
제동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함)

CB063R2778-0007

35 ㈜비바스포츠
VA-HD-K203 (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1.1배 초과

(기준치: 총 합 0.1 % 이하)CB061R4606-0001

36 ㈜태서전기
PAPASTOY-0102 (수입) ▫ 총 카드뮴 기준치 8.0배 초과

(기준치: 75 mg/kg 이하)CB063R4165-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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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명 업체명
제품명(제조구분)

부적합 내용
인증번호

37
완구

(블록완구)
㈜주영이앤씨

BLOCK PLAY / 블록놀이 (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5.8배 초과
(기준치: 총 합 0.1 % 이하)CB063R2204-8001, 

CB064R1605-8001

38
완구

(기타완구)

씨케이코리아
주식회사

(CKKOREAInc.)

트렉파크 A333-77 (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83.8배 초과
(기준치: 총 합 0.1 % 이하)CB061R4982-9001A

39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안경테)

커머스플러스(주)

(품명)베이비반즈 선글라스,
(인터넷) J BANZ WINGS 

Sunglasses (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48.6배 초과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40 ㈜이랜드리테일

메탈 라운드 선글라스 (수입)
▫ 총 카드뮴 기준치 2.5배 초과

(기준치: 75 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5~335.3배 초과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41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장구)

켈리앤스테판
터틀쉴드 K155 (수입)

▫ 총 납 기준치 8.3배 초과
(기준치: 100 mg/kg 이하)

CB031R052-0001

42
유모차
(유모차)

㈜거목인터내셔날

X1 (수입) ▫ 내구성 부적합
(기준치: 총 72,000 회 시험에서 유모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함)CB131R145-7001

43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도트엔도트
188.500.1669 (수입) ▫ 총 카드뮴 기준치 3.9배 초과

(기준치: 75 mg/kg 이하)-

44 ㈜스텝케어
(제품명)세라, 

(품번)MEJAKWMM07-0690 (제조) ▫ 총 납 기준치 10.2~11.6배 초과
(기준치: 90 mg/kg 이하)

-

45 ㈜더그로우
(제품명)부클리본플랫 (수입) ▫ 총 납 기준치 약 1,000배 이상 초과

(기준치: 100 mg/kg 이하)-

46 ㈜퍼스트어패럴
(품명)샤이닝 야구점퍼 (수입) ▫ 총 납 기준치 5.6배 초과

(기준치: 90 mg/kg 이하)-

47

유아용
섬유제품
(신생아
용품)

㈜아바마
캐릭터 턱받이3종 소라세트 (제조)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2.9배 초과
(기준치: 20 mg/kg 이하)

CB011A109-0002

48
유아용

섬유제품
(양말류)

미래상사
(품명)랑이 뱀부 덧신 (제조)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7배 초과

(기준치: 총 합 0.1 % 이하)CB015H0173-9001

49
아동용

섬유제품
(외의류)

㈜팬로프

(품번)FK2DJD4101X, 
(품명)ARIA 다운자켓 (수입) ▫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기준치: 7.5 cm 이하)
-

50
아동용

섬유제품
(중의류)

마미버드

(품번)MAIT2130041903,
(품명) 악기공룡맨투맨 (제조) ▫ 총 납 기준치 2.7배 초과

(기준치: 90 mg/kg 이하)
-

51
기타어린이제품
(기타어린이제품)

㈜세컨아이즈

어린이용 가죽끈장식 안경줄 및 
메탈 안경줄 (제조) ▫ 총 납 기준치 226.6~306.1배 초과

(기준치: 100 mg/kg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