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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Cover Story  KATRi 근간이 되는 섬유 직조를 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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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관리제도
KC인증

KATRi 의뢰가능한 KC 품목

KC 안전요건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④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에 한함) 등 4단계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 해당하는 위해 정도 구분에 따라 진행 절차와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을 유통하여야 합니다.

 

 

품목 시험 항목 KC대상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만 14세 이상

안전인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안전확인 등산용 로프,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패드

공급자적합성확인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함), 가(假)속눈썹, 쌍꺼풀용 테이프

안전기준준수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죽제품,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물안경,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만 13세 이하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학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아동용(36개월 이상)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 어린이제품 

위해 정도 구분 진행 절차

➊ 안전인증

➋ 안전확인

➌ 공급자적합성확인

➍ 안전기준준수

구분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 적용 기준

폼알데하이드 ● ● ● 섬유부분

유아용
20 mg/kg 이하

아동용, 성인용(내의류, 중의류)
75 mg/kg 이하

성인용(외의류, 침구류)
300 mg/kg 이하

pH ● ● ● 섬유부분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내의류, 중의류)
4.0~7.5

성인용(외의류, 침구류)
4.0~9.0

아릴아민 ● ● ● 염색한 섬유부분 각각 30 mg/kg 이하

노닐페놀 총 함량 
(NP, NPEO)

● ● - 섬유부분 100 mg/kg 이하

알러지성염료 ○ ○ ○

염색한 섬유부분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내의류)
각각 50 mg/kg 이하

유기주석 화합물 ○ ○ ○ 섬유원단에 코팅, 프린팅

유아용
DBT 1.0 mg/kg 이하
TBT 0.5 mg/kg 이하

아동용, 성인용
TBT 1.0 mg/kg 이하

납 ○ ○ -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팅 및 유사코팅, 목재 등

100 mg/kg 이하 
(페인팅, 표면코팅 90 mg/kg 이하)

카드뮴 ○ ○ - 75 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총 함유량

○ ○ -

합성수지 소재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또는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

0.1 % 이하

니켈 용출량 ○ ○ ○
착용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

0.5 ㎍/cm2/week 이하

코드 및 조임끈 ○ ○ -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제품 EN 14682에 적합할 것

방염제 ○ ○ ○ 방염처리 가공 사용하지 말 것

전기적 안전요건 ○ ○ - 전기제품 및 전지가 사용된 제품 전기적 안전요건에 적합할것

*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높음

● 필수적용  ○ 선택적용

낮음

제조·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인증

신고

제품

출고통관
(인증번호)

(신고번호)

제품

출고통관

제품

출고통관

제품

출고통관

신청

신청

공장심사

(안전인증

기관)

제품시험

(시험·검사기관)

제품

시험

제품시험

(자체확인 또는 제3자기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자체확인 또는 제3자기관)



2
일반의뢰 
품질 관리 
시험

4
전문기관
검사

5
군관납
시험

3
의뢰
검사

시험항목 대상품목

대상품목

검사품목

검사절차

검사항목

상담절차

시험 의뢰절차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섬유패션제품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군수품과 학생복,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입찰품목에 대해

국방규격, 구매요구서, 품질기준서 검토 및 상담을 통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년 의류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02년 연대 법인 설립 이후 현재 4개 법인,

2개 지사 및 4개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중국·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유럽 및

기타 글로벌 지역에서 폭넓은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질 시험 혼용률(특수모 포함), 재질분석, 가죽감별 등

견뢰도 시험 마찰견뢰도, 세탁/드라이클리닝 견뢰도, 물/땀 견뢰도, 일광견뢰도 등

물성(역학) 시험 강도(인장, 인열, 마모, 굴곡, 박리 등), 내구성(필링, 마모 등), 치수변화율 등

기능성 시험
방수, 투습, 원단의 흡습/광 발열 성능, 써멀마네킨을 이용한 보온성,

투습저항성, 원단의 수분제어평가(MMT) 등

우모 시험 조성혼합률, 충전도, 산소가, 냄새, 탁도 등

유해성 시험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중금속 함량, 분산성 염료, 가소제 등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불량제품의 발생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품질 향상 및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검사원이 업체(수출·내수)에 방문하여 시제품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검사(전수·샘플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상용물품으로 섬유제품, 토목섬유, 롤업셰이드. 보건용 마스크, 소방복, 유해물질 방어의류 등의 품목

육·해·공군 국방섬유, 공공기관·경찰청·소방청 근무복, 학생복 등

의류 및 잡화, 가죽제품(지갑, 벨트, 가방, 신발 등) 및 생활용품 류

완제품 외관(봉제, 재단 형태), 부속재료(단추 등 액세서리 부착 상태),

치수 및 품질표시, 제품 완성 상태(실밥, 오염, 다림질 등) 등

상담 신청

시험분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방문/택배

접수 수수료납부 시험분석 성적서발급

현장/온라인결제

국내 중국 베트남 기타

서울/경기 연대 대련 상해 호치민 하노이 미얀마(예정)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KATRi

연대KATRi

복장기술

복무유한공사

대련

분공사

KATRi검측

복무(상해)

유한공사

KATRi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KATRi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하노이지사

MKATRi

양곤법인

시험/검사

다카사무소 자카르타

검사결과서 송부 결과 판정 이화학시험

검사요청

계약서 납품요구서

상담 요청

규격검토

접수

시험

발급

검사계획서

검사일정협의

검사실시

관능검사 및 샘플링

서류 확인

물품 계약 시 국방규격, 구매요구서 / 입찰 제안 시 입찰제안서

상담

방문/유선

IQIS, G4B 등록서비스



인증마크 업무개요 대상품목

Q마크

섬유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서 엄격하게 

정한 품질인증(Q-Mark)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업의 품질시스템

및 생산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적합한 제품에 지정 제품임을

표시하는 품질인증 제도

섬유제품, 포대류, 토목섬유,

학생복 등 포함 29품목

EQ마크

제품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이 

허용한계 이내임을 인증함으로써

환경친화제품의 보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섬유제품,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6
수출제품
시험

7-1
KATRi
인증마크

7-2
Q마크
EQ마크

GB 대상품목 (섬유/가죽제품)

협력기관

대상품목

글로벌 협력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중국 국가공인 시험기관과의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가정용 섬유제품,

잡화, 액세서리, 일회용 위생용품 등의 GB 시험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일본, 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섬유제품에 대해 해외 유수기관과의 업무협력 

MOU 체결을 통하여 상호인증 및 시험업무를 대행하거나 바이어 요구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생폴리에스터, 천연유래, 항곰팡이, 항균, 살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장 수요에 맞는 친환경성, 품질성능, 기능성 등을 KATRi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

국제표준 또는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표준에 부합하는 섬유, 가죽제품 및 액세서리 등

일본 섬유분야 공인기관 미국 최초의 규격개발 및 인증기관

*GB란, 중국 내 유통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의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 요건

 

 

 

A류 영·유아 섬유제품 기저귀, 내의, 장갑, 양말, 겉옷, 모자, 침구류 등

B류 피부 직접접촉 섬유제품 브래지어, 조끼, 바지, 스커트, 셔츠 등

C류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 스웨터, 외투, 커튼, 안감, 침대커버 등

협력기관 기관소개

중국 내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급 시험기관

섬유,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및 산업용 섬유제품의 품질검사 진행

 유통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중국내 시판품 검사 수행

 공상국 및 소비자협회와의 비교시험 업무 수행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제·개정

 중국품질인증센터(CQC)의 지정 기관

북경시 기구편찬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해 설립된 독립법인 지위기관

 유통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중국내 시판품 검사 수행

 소비자 품질 클레임 발생시 중재 기관

 상점 현장 순찰검사 기관

GB 시험

바이어 시험

독일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증마크 업무개요 대상품목

재생폴리에스터 인증마크 

재생폴리에스터 섬유확인을 위한

현장심사(서류) 및 제품심사(시험) 결과 

PET병 원료 사용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는 제도

PET병을 재활용한

원사, 편/직물, 완제품 섬유

(의류, 신발, 가방 등)

GD 인증마크

섬유제품의 충전물로 사용된

오리털 및 거위털을 대상으로

최고급 우모가 사용된 우수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는 제도

우모(羽毛) 및 우모를

충전재로 사용한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