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개정 초안) 

현행 개정안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용자가 근육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 또

는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에 적용하며 킥보드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

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

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자가 근육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사용하는 킥보드 또는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에 적용하고, 킥보

드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다만 바퀴에 베

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관련표준

(생략)

KS D 9502 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생략)

2. 관련표준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3. 정의

(생략)

3. 정의

(현행과 같음)

4. 종 류

(생략)

4.3 구동방식별

4.3.1 수동식

4.3.2 전동식

4.4 사용연령별

4.4.1 ~ 4.4.2 (생략)

4. 종 류

(현행과 같음)

4.3 <삭제>

4.3 사용연령별

4.3.1 ~ 4.3.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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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요구사항

5.1 겉모양

(생략)

5.2 구 조

5.2.1~5.2.5 (생략)

<신설>

5.3 성 능

5.3.1 ~ 5.3.5 (생략)

5.3.6 도금의 내식성 도금의 내식성는 6.8에 의해 24시간 분무했을 때 R․N

9.0 이상이어야 한다(단, 철 소지에 Ni, Ni-Cr 도금한 것에 한함).

5.3.7 전동식 킥보드 안전성 전동식 킥보드는 만 8세 이상만 사용되며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충전식 건전지의 성능은 연속으로 작동했

을 때 표시된 사용 가능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동식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16 km/h 이하이어

야 한다.

5.3.8 ~ 5.3.11 (생략)

5. 안전요구사항

5.1 겉모양

(현행과 같음)

5.2 구 조

5.2.1~5.2.5 (현행과 같음)

5.2.6 전기 등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기장치 또는

동력장치가 없어야 한다.

5.3 성 능

5.3.1 ~ 5.3.5 (현행과 같음)

5.3.6 <삭제>

5.3.7 <삭제>

5.3.7 ~ 5.3.10 (현행과 같음)

6. 시험방법

6.1 ~ 6.7 (생략)

6.8 도금의 내식성 KSD 9502(중성 염수분무시험)에 따른다.

6.9 충격 시험 (생략)

6.10 낙하시험

6.10.1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하중 또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 90 kg의 정적하

중을 발판 중심에 가한다.

6.10.2 콘크리트면 위에 놓여져 있는 3 mm 정도 두께의 비닐성분 타일로 되

6. 시험방법

6.1 ~ 6.7 (현행과 같음)

6.8 <삭제>

6.8 충격 시험(현행과 같음)

6.9 낙하시험

6.9.1 낙하시험은 발판 중심위 300 mm 높이에서 지름과 무게가 각각 100

mm 와 20 kg 이며 바닥에 두께 17mm, 경도 70 shore-A 의 고무가 달려 있

는 추를 낙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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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 타일은 80 ± 10의 쇼어(Shore) 'A' 경도를 갖고, 바닥으로부터 15

㎝ 높이에서 한쪽 바퀴로 낙하한다. 바닥으로부터 30 ㎝ 높이에서 다른 쪽 바

퀴로 낙하한다.

6.10.3 6.10.2를 3회 반복한다.

6.10.4 반대쪽 바퀴로 6.10.2와 6.10.3을 반복한다.

6.11 접는 장치의 안전성 시험 (생략)

6.12 브레이크 시험 (생략)

6.13 전동식 킥보드 안전성 시험

25 kg 의 정적하중을 발판 중심에 가하고, 수평면 위에서 킥보드를 작동시켜

서 최대속도가 16 km/h 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6.9.2 발판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면 샘플은 최소 (-5±1) °C의 환경에

서 6시간 방치되어야 하며 샘플을 꺼내어 1분이 지난 뒤 시험을 시작한다.

6.9.3 5분 이내에 총 3회 6.9.1를 반복한다.

6.10 접는 장치의 안전성 시험 (현행과 같음)

6.11 브레이크 시험 (현행과 같음)

6.13 <삭제>

7. 검사방법

7.1 ~ 7.3 (생략)

7. 검사방법

7.1 ~ 7.3 (현행과 같음)

8. 표시사항

8.1 표시 제품 및 최소 포장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손잡이나 발판 포

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

칙」[별표 10]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

사항은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8.1.1 ~ 8.1.8 (생략)

8.2 사용상 주의사항 (생략)

8.3 사용설명서 (생략)

8. 표시사항

8.1 표시 제품 및 최소 포장단위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손잡이나 발판 포

함)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

칙」[별표 10]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

사항은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 사용 및 유지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 기타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8.1.1 ~ 8.1.8 (현행과 같음)

8.2 사용상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

8.3 사용설명서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