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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32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
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고령자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령자용지팡이와 시각장애
인용 지팡이에 대한 참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
전과 관련성이 낮은 기준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하
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용 신발(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8)

   고령자용 신발 검사방법 및 염화비닐신발의 내한시험, 파열강도 

시험방법 •기준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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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령자용 지팡이(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9)

   참고기준인 휘어짐, 압축하중, 마찰저항, 지팡이 재료 요구사항을 

의무기준으로 전환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및 종류를 삭제

 다.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20)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검사방법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라. 고령자용 목욕의자(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21)

    안정성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금속재료의 내
식성시험기준 중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마. 고령자 위치추적기(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22)

    제품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셀룰러 위치추적기, PCS 위치추적
기, IMT-2000 위치추적기, WCDMA 위치추적기를 삭제하고 
GPS방식 위치추적기, 이동통신겸용 방식 위치추적기를 신설
하는 한편, 고령자 위치추적기 검사방법을 삭제하고, 의무표
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27)

    안전요건에서 참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요구사항(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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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4.4)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
명 및 종류를 삭제

3.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 내용

 가. 고령자용 신발(부속서 18) : [별첨1]

 나. 고령자용 지팡이(부속서 19) : [별첨2]

 다.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부속서 20) : [별첨3]

 라. 고령자용 목욕의자(부속서 21) : [별첨4]

 마. 고령자 위치추적기(부속서 22) : [별첨5]

 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부속서 27) : [별첨6]

4. 의견제출

  [별첨1~6]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
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2. 1. (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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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
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
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합금판 
KS F ISO 16979-3 목질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M 6784 가황고무의 경도시험방법 

KS P ISO 11334-4 : 한쪽팔로 
조작하는 안전 지팡이-4부 : 다족 지팡이
KS P ISO 10993-1 :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제1부 : 평가와 시험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
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
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
루미늄 합금판 
KS F ISO 16979 목질판재의 함수율측
정방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
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쇼어 경도)
KS P ISO 11334-4 : 한쪽팔로 
조작하는 안전 지팡이-4부 : 다족 지팡이
KS P ISO 10993-1 :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제1부 : 평가와 시험

인용규격 수정

4. 안전요구사항
4.1 겉모양
4.1.1∼4.1.4 (생략)
4.2 구조
4.2.1∼4.2.10 (생략)
4.3 성능  지팡이의 성능은 손잡이 굽힘, 
견딤하중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외의 항목
은 참고 기준으로 한다.
4.3.1 손잡이 굽힘  손잡이와 지대와의 
설치부분은 6.2.1의 손잡이 굽힘시험을 하
였을 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2 휘어짐  지대의 중앙부분은 6.2.2의 
휘어짐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또 
하중을 제거한 후 파손, 벗겨짐, 및 사용
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3 압축하중  지대의 접합부분은 6.2.3
의 압축하중 시험을 하였을때 파손, 벗겨
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4.3.4 마찰저항  지팡이 끝 고무는 6.2.4

4. 안전요구사항
4.1 겉모양
4.1.1∼4.1.4 (현행과 동일생략)
4.2 구조
4.2.1∼4.2.10 (생략)
4.3 성능  지팡이의 성능은 다음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3.1 손잡이 굽힘  손잡이와 지대와의 
설치부분은 6.2.1의 손잡이 굽힘시험을 하
였을 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2 휘어짐  지대의 중앙부분은 6.2.2의 
휘어짐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또 
하중을 제거한 후 파손, 벗겨짐, 및 사용
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3 압축하중  지대의 접합부분은 6.2.3
의 압축하중 시험을 하였을때 파손, 벗겨
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4.3.4 마찰저항  지팡이 끝 고무는 6.2.4

기존 참고기준(휘어
짐, 압축하중, 마찰
저항)을 본 의무 규
정 기준으로 포함

[별첨2]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9 (고령자용 지팡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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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찰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4.3.5 견딤하중 다족 지팡이는 6.2.8에 따
라 하중을 가했을때 시험 후 지팡이의 부
러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족지
팡이에만 한한다.)

의 마찰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4.3.5 견딤하중 다족 지팡이는 6.2.8에 따
라 하중을 가했을때 시험 후 지팡이의 부
러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족지
팡이에만 한한다.)

5. 재료
5.1 지팡이 재료  지팡이 재료는 참고기
준으로 한다. 
5.1.1 손잡이 또는 지대에 알루미늄합금
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KS D6761(이음
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
는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1.2 손잡이 또는 지대에 목재를 사용하
는 것에 있어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15 % 
이하 이어야 한다.
5.1.3 지팡이 끝 고무의 경도는 타입A 듀
로메타에 의한 경도가 50이상 70이하이어
야 한다.

5.2 부속품  지팡이 끝 고무가 부속되어
져 있는 것은 제품에 붙어있는 지팡이 끝 
고무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5. 재료
5.1 지팡이 재료  지팡이 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1.1 손잡이 또는 지대에 알루미늄합금
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KS D 6761(이
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 또는 동등이
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1.2 손잡이 또는 지대에 목재를 사용하
는 것에 있어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15 % 
이하 이어야 한다.
5.1.3 지팡이 끝 고무의 경도는 KS M 
ISO 7619-1의 타입A 듀로미터에 의한 경
도가 50이상 70이하이어야 한다.

5.2 부속품  지팡이 끝 고무가 부속되어
져 있는 것은 제품에 붙어있는 지팡이 끝 
고무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참고기준을 본 
의무 규정 기준으로 
포함

6. 시험방법
6.1 겉모양 및 구조  (생략)

6.2 성능
6.2.1 손잡이 굽힘 시험 (생략)
6.2.2 취어짐 시험 (생략)
6.2.3 압축하중 시험 (생략)
6.2.4 마찰저항 시험 (생략)
6.2.5 알미늄 강도  KS D6761(이음매 없
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
출형재)에 따른다.
6.2.6 목재 함수율  KS F ISO 16979-3
(목질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해 확
인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의하여도 좋

6. 시험방법
6.1 겉모양 및 구조  (생략)

6.2 성능
6.2.1 손잡이 굽힘 시험 (생략)
6.2.2 취어짐 시험 (생략)
6.2.3 압축하중 시험 (생략)
6.2.4 마찰저항 시험 (생략)
6.2.5 알미늄 강도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6.2.6 목재 함수율  KS F ISO 16979
(목질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해 확
인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의하여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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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2.7 지팡이 끝 고무경도  KS 
M6784:99(가황고무의 경도시험방법)에 따
른다.

6.2.8 견딤하중 시험 (생략)

다.
6.2.7 지팡이 끝 고무경도  KS M ISO 
7619-1(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
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
(쇼어 경도)에 따른다.
6.2.8 견딤하중 시험 (생략)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고령자용지팡이의 모
델은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로 구분한다.

<삭제> 안전품질표시기준이
므로 “검사방법” 관
련 내용은 불필요

8. 표시 및 취급설명서
8.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이 표시한다.
8.1.1 품명
8.1.2 종류
8.1.3 모델명
8.1.4 제조연월
8.1.5 제조자명
8.1.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8 주소 및 전화번호
8.1.9 제조국명(대외 무역법에 따른다)
8.2 취급설명서  (생략)
8.2.1∼8.2.4 (생략)
8.2.5  사용상 주의사항
(a)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할 것
(b) 사용전에 각 부분을 점검한 후 사용
할 것. 또 지팡이 끝 고무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
할 것
(c) 지대가 확실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d) 접이식 지팡이에 있어서는 고무 로프
의 열화, 느슨함, 손상 등의 이상이 있는
때는 판매점 등에 알릴 것
(e) 조립식지팡이에 있어서는 사용중 헐
거움 등의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f) 미그러지기 쉬운 노면 등에서의 사용
은 충분히 주의할 것
8.2.6∼8.2.7 (생략)

7. 표시 및 취급설명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이 표시한다.
<삭제>
<삭제>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대외 무역법에 따른다)
7.2 취급설명서  (현행과 같음)
7.2.1∼7.2.4 (현행과 같음)
7.2.5  사용상 주의사항
(a)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할 것
(b) 사용전에 각 부분을 점검한 후 사용
할 것. 또 지팡이 끝 고무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
할 것
(c) 지대가 확실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d) 접이식 지팡이에 있어서는 고무 로프
의 열화, 느슨함, 손상 등의 이상이 있는
때는 판매점 등에 알릴 것
(e) 조립식지팡이에 있어서는 사용중 헐
거움 등의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f)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등에서의 사용
은 충분히 주의할 것
7.2.6∼7.2.7 (현행과 같음)

7항 삭제로 인한 항
목번호 변경내용 수
정

표시사항 간소화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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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  품 질 표 시 기 준

고령자용 지팡이
(Sticks for elder)

부속서  19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이하“ 

지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

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S F ISO 16979 목질판재의 함수율측정방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 듀로미터법

(쇼어 경도) 

   KS P ISO 11334-4 한쪽팔로 조작하는 안전 지팡이-4부 : 다족 지팡이 

KS P ISO 10993-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제1부 : 평가와 시험

3. 종류

3.1 일자형지팡이  지대부분의 조절, 접이 및 조립이 불가능한 지팡이를 말한다. 

3.2 조절식 지팡이  지대부분을 슬라이드 시켜 금속제의 버튼 등을 지주의 구멍에 맞추어서 길이

를 조절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3 접이식 지팡이  지대에 고무로프가 내장되어 있어 접이가 가능한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4 조립식지팡이  지대부분이 분리 가능하고 나사 등 느슨한 방지기구에 의해 조립하는 구조의 

지팡이를 말한다.

3.5 다족지팡이  손잡이에 의지하여 사용되는 삼족 또는 삼족 이상으로 구성된 지팡이를 말한다.

4. 안전요구사항

4.1 겉모양

4.1.1 손가락 등이 닿는 부분에는 상해를 줄 것 같은 손거스러미, 돌기, 바리 등이 없어야 한다.

4.1.2 외부에 나온 볼트, 너트 등의 끝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1.3 마무리는 양호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1.4 표면에 도장, 도금 등이 되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표면에 노출, 벗겨짐, 녹 및 두드러진 

얼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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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

4.2.1 잡는 부분은 잡기 쉬운 형태이고 손잡이와 지대는 확실히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4.2.2 접지부분에는 안정, 마루의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 중 쉽게 벗겨지지 않는 지팡

이 끝 고무가 붙여져 있고 지대의 끝과 지팡이 끝 고무와의 맞춤부분에는 금속제 걸림쇠가 장착

되어져 있어야 한다.

4.2.3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은 마루 등에 흡착되지 않도록 형성되어져 있어야 한다.

4.2.4 조절식지팡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고정 가능하여야 한

다.

4.2.5 접이식지팡이는 쉽게 접이가 가능하고 고무로프는 사용 중 용이하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는 

장력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4.2.6 접이식지팡이의 고무로프는 형상이 동일한 끈형태의 고무가 여러다발로 구성되어져 외곽을 

천이나 수지 등으로 피복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7 조립식지팡이는 쉽게 조절 가능하고 사용중 쉽게 지주가 이탈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8 손잡이의 투영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4.2.9 지팡이 끝 고무 접지면의 직경은 25 mm이상이어야 한다

4.2.10 걸림쇠 밑의 지팡이 끝 고무 두께는 접지면의 도랑 또는 돌기를 제외하고 6 mm 이상이어

야 한다.

<그림 1> 손잡이 투영길이

<그림 2> 지팡이 끝 고무의 접지면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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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능  지팡이의 성능은 다음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3.1 손잡이 굽힘  손잡이와 지대와의 설치부분은 6.2.1의 손잡이 굽힘시험을 하였을 때 파손, 벗

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2 휘어짐  지대의 중앙부분은 6.2.2의 휘어짐 시험을 하였을 때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또 하중을 제거한 후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4.3.3 압축하중  지대의 접합부분은 6.2.3의 압축하중 시험을 하였을때 파손, 벗겨짐 및 사용상 지

장이 있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4.3.4 마찰저항  지팡이 끝 고무는 6.2.4의 마찰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4.3.5 견딤하중 다족 지팡이는 6.2.8에 따라 하중을 가했을때 시험 후 지팡이의 부러짐 등의 이상

이 없어야 한다. (다족지팡이에만 한한다.)

5. 재료

5.1 지팡이 재료  지팡이 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1.1 손잡이 또는 지대에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1.2 손잡이 또는 지대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15 % 이하 이어야 한

다.

5.1.3 지팡이 끝 고무의 경도는 KS M ISO 7619-1의 타입A 듀로미터에 의한 경도가 50이상 70이

하이어야 한다.

5.2 부속품  지팡이 끝 고무가 부속되어져 있는 것은 제품에 붙어있는 지팡이 끝 고무 혹은 이것

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겉모양 및 구조  육안, 촉감 및 조작으로 확인한다.

6.2 성능

6.2.1 손잡이 굽힘 시험  그림 3에 나타났듯이 지팡이를 눕힌상태에서 손잡이를 유지하고 손잡이

에서 지팡이 끝단에 대해 300 mm 의 위치에 150 N(15 kgf)의 하중을 지대에 직각방향으로 1분간 

가한 후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최대길이 상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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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손잡이 굽힘시험

6.2.2 휘어짐 시험  그림4에 나타났듯이 지대를 지대간 거리 600 mm 의 위치로 수평을 보존하고 

그 중앙에 두께 약 2 mm 의 고무판을 더해 200 N(20 kgf)의 하중을 1분간 더한 후 하중점의 최대 

휘어짐 량을 지대의 밑면에서 다이얼게이지 등에 의해 측정한다. 다음에 하중을 제거해서 파손, 벗겨

짐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에 대해서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단, 지대는 직경 24mm 이상

의 원통 또는 둥근 봉으로 한다. 또 600 mm 의 지지간 거리를 둘 수 없는 지대에 있어서는 지지간 

거리를 500 mm 의 위치로 수평으로 보존하고 중앙하중 240 N(24 kgf)으로 상기시험을 하였을 때 하

중점의 최대 휘어짐량은 7 mm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4> 휘어짐시험

6.2.3 압축하중 시험  그림 5에 나타났듯이 지대의 접합부분에서 채취한 길이 200 mm의 시험편

에 1200 N(120 kgf)의 압축하중을 1분간 가한 후 눈 및 촉감에 의해 확인한다.

      <그림 5> 압축하중시험(조절식지팡이시험 예)

6.2.4 마찰저항 시험  그림 6에 나타났듯이 지팡이 끝 고무를 시험판 위에 세운상태에서 보존한

다. 다음에 질량 1kg의 종을 지팡이끝 고무위에 얹고 지팡이끝 하단부를 4 N(0.4 kgf)의 힘으로 

온화하게 수평으로 당겼을 때 지팡이끝 고무가 이동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것. 단, 시험판

은 두께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주)평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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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활이라 함은 KS 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표면거칠기 NO 2B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을 말한다.

    <그림 6> 마찰저항시험

6.2.5 알미늄 강도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또는 KS D6759 (알루

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6.2.6 목재 함수율  KS F ISO 16979(목질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의해 확인 또한 전기적 측

정방법에 의하여도 좋다.

6.2.7 지팡이 끝 고무경도  KS M ISO 7619-1(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

법 - 제1부 : 듀로미터법(쇼어 경도)에 따른다.

6.2.8 견딤하중 시험 지팡이를 최대 높이로 조절하고 사용자 체중 50 kg을 기준으로 하중을 500 

N±2% 손잡이에 수직으로 가하여 부하시간은 10초 이상을 유지하여 실시한다(다족지팡이에 한한

다).

7. 표시 및 취급설명서

7.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7.1.1 모델명

7.1.2 제조연월

7.1.3 제조자명

7.1.4 수입자명

7.1.5 주소 및 전화번호

7.1.6 제조국명(대외 무역법에 따른다)

7.2 취급설명서  다음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첨부한다. 단, 8.2.3,  8.2.4는 그림을 병기하고 

8.2.5에 대하여는 안전경고표시 등을 병기한다.

7.2.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은 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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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지팡이의 전체길이.  단, 조절식 지팡이는 최대 및 최소길이

7.2.3 바른길이의 지팡이 선택방법 올바른 손잡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에는 지팡이 끈을 같은쪽 

발끝의 앞바깥 방향 20 ㎝ 에 두고 팔꿈치는 30～40° 굴곡한 위치가 좋고 이 상태에서 지팡이의 길

이를 결정할 것

<그림 7>  바른 지팡이의 길이

7.2.4  사용방법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7.2.5  사용상 주의사항

  (a) 몸에 맞는 지팡이를 선택할 것

  (b) 사용전에 각 부분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또 지팡이 끝 고무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할 것

  (c) 지대가 확실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단, 일자형지팡이는 제외한다.

  (d) 접이식 지팡이에 있어서는 고무 로프의 열화, 느슨함, 손상 등의 이상이 있는때는 판매점 등

에 알릴 것

  (e) 조립식지팡이에 있어서는 사용중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f)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등에서의 사용은 충분히 주의할 것

7.2.6 용도 이외(예를 들어 등산용, 호신용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

7.2.7 사용 후 및 보관방법

  (a) 접이식지팡이에 있어서는 고온의 장소(예를들어 스토브앞 여름 때의 자동차 내의 방치 등)는 

고무 로프가 열화되기 쉽게 되기 때문에 피할 것. 또 저온의 장소(예를 들어 한랭지 등)에  

서는 접은 상태에서 바로 고무로프의 탄성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

  (b) 그 외의 사용 후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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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일자형 지팡이         조절식 지팡이

접이식 지팡이

조립식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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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족지팡이

제    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34호(2007.  1. 24)
개    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  -  호(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