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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기 제품
소매상인 및 수입업자를 위한 안내

전기 제품을 판매, 수입 혹은 임대할 경우, 제품

이 정상적인 사용 시에 안전하며 해를 입히지 않

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NSW 법은 무엇을 규정하는가?

이 법에는 판매 이전에 테스트를 받고 승인되어

야 하는 품목 목록의 가정용 전기 제품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이들 제품들을 ‘신고 품목’ 이라고 합

니다. ‘신고 품목’ 승인은 NSW Fair Trading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타 호주 주립 기관 혹은 독립된 인가 

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타 전기 제품은 ‘비신고 품목’ 으로 불리며 

안전하지만 판매 전에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비신고 품목에 대한 

절차는?’ 라는 제목을 참조하십시오.

품목이 인가되었는지 여부를 어
떻게 확인하는가?

인가된 전기 제품은 ‘전기 안전 승인 표시’ 를 가

지게 됩니다. 이 표시는 종종 인증 번호 다음에 

대문자 하나를 포함합니다. 일부 소형 전기 제품

은 상표명과 같은 기타 인가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NSW 전기 안전 인가 표시의 예는 다음 

칼럼에 있습니다.

‘전기 안전 승인 표시’ 및 호주 승인 증서가 없는 

‘신고 품목’ 을 판매, 수입, 임대 혹은 교환할 시의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82,500 및/혹은  

2년 금고형이며 기업의 경우 $825,000입니다.

승인 표시는 어떤 모양인가?

법적으로 채택되는 ‘전기 안전 승인 표시’ 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 CE 표시 등 승인 표시 및 해외 승인 증

서는 호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언: ‘신고 품목’ 의 수령 혹은 판매 이전에 

혹은 이를 판매하기 전에 공급업자에게 호주 

승인 증서를 요청하십시오.

승인 제도 승인 번호 혹은 표시*

NSW Fair Trading NSW xxxxx

기타 주정부 기관 Q xxxxx, ESO xxxxx,
V xxxxx, ESV xxxxx,
S xxxxx, T xxxxx

Regulatory Compliance 
Mark (RCM)

SAI Global Certification 
Services Pty Ltd

SAI TE EA xxxxxx or
SAI SMK EA xxxxxx  
Or SAI-xxxxxx-EA

The Australian Gas 
Association (AGA)

AGA xxxxxx EA or
AGA xxxxxx G EA 

Interna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s Pty Ltd

A/xxxxxx/EA

SGS Systems and Services 
Certification Pty Ltd

SGSEA xxxxxx or
SGS-xxxxxx-EA

SAA Approvals Pty Ltd SAA xxxxxx EA

Testing and Certification 
Australia

TCA xxxxxx EA

UL International New 
Zealand Limited

U xxxxxx EA

TUV Rheinland Australia 
Pty Ltd

TUV xxxxxx EA

BSI Group (Australia and 
New Zealand) Pty Ltd

BSI-xxxxxx-EA

Global Mark Pty Ltd GMA-xxxxxx-EA

Market Access (AUS) Pty 
Ltd trading as Certification 
Body Australia

CBA xxxxxx or
CBA-xxxxxx-EA

Australian Safety Approval ASA-xxxxxx-EA
* ‘xxxx’ 는 일련 번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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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토픽에 대
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절한 법률
을 참조하십시오.

www.fairtrading.nsw.gov.au
Fair Trading enquiries 13 32 20
TTY 1300 723 404
전화 통역 13 14 50

© NSW Fair Trading, New South Wales 주.
몇 가지 중요한 제약 하에 부담없이 이 정보를 복사, 유통, 전시 혹은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fairtrading.nsw.gov.au에서 NSW Fair Trading 저작권 
정책을 참조하시거나 publications@finance.nsw.gov.au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비신고 품목’ 에 대한 절차는?

‘신고 품목’ 이 아닌 전기 제품을 판매, 수입, 임대 

혹은 교환할 경우에도, 여전히 이들 제품이 안전하고 

관련된 Australian Electrical Safety Standards (호주 전기 안

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품목들이 규정

을 준수하는 지를 공급업자와 항상 점검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Fair Trading 웹사이트에서 Explanatory notes for the approval 
and sale of electrical articles in New South Wales (“approval of 
electrical articles” 를 검색)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ir Trading 에너지 및 공익사업 부서에  

02 9895 0722로 직접 전화하거나  

energyapprovals@finance.nsw.gov.au 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13 14 50으로 전화하여 한

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악세서리

• 전기 기구 커넥터

• 조절기 

• 코드 라인 스위치 

• 형광등 전류 안전 장

치 및 스타터

• 전등 소켓 – 베이어

넷, 에디슨, 어댑터

• 소형 과전류 회로 차

단기

• 콘센트 장치 

• 플러그

• 잔류 전류 차단 장치

• 벽콘센트 및 어댑터 

• 유연 코드

• 벽스위치

신체용 전기 기구

• 전기 담요

• 유연한 전기 방석

• 헤어 드라이어

• 수중 히터 

• 안마기

• 면도기 및 이발기

• 물침대 히터 

옥외용 전기 기구 

• 담 에너자이저

• 울타리 트리머

• 벌레 감전기

• 잔디 관리 기구

• 수영장 및 스파 기기

조명

• 장식용 조명

• 검사용 전조등

• 휴대용 램프

• 치료용 램프

• 크리스마스 및 축제

용 전등

전력 공급 장치

• 배터리 충전기 • 전원 장치 (AC/DC  
어댑터)

기타 전기 기구

• 아크 용접기

• 전동 공구

• 압력 축전 물 히터

• 땜질 인두

가전 제품

• 토스터

• 빨래 건조기

• 식기 건조기

• 선풍기

• 바닥 광내기 기구/솔

• 난로

• 다리미

• 전기주전자

• 주방 기계

• 액체 가열 기구  

(전기밥솥 등)

• 전자 레인지

• 휴대용 조리 기구  

(믹서 및 프라이  

팬 등)

• 프로젝터

• 레인지 및 레인지후드

• 냉장고/냉동기

• 재봉틀

• 텔레비전 수신기

• 진공 청소기

• 세탁기 

‘신고 품목’ 은 어떤 것인가?

아래 전기 제품 목록은 법에 의해 ‘신고 품목’ 으로 

일컫는 것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Fair 
Trading 웹사이트에서 Explanatory notes for the approval and 
sale of electrical articles in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즈

의 전기 제품 승인 및 판매를 위한 설명서)를 다운로

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