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분류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

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

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가. 퓨즈 및 퓨즈홀더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

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

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하.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전기충전기

 너.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전열기구

 러. 전기마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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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냉방기 및 제습기

 버.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

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서. 전기가열기기

 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저. 전기욕조

 처. 자동판매기

 커. 팬, 레인지 후드

 터. 화장실용 전기기기

 퍼. 가습기

 허. 전기소독기

 고. 음식물처리기

 노. 그 밖에 가목부터 고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

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가.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

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