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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피젯스피너*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꼽힐 만큼 세계적인 인기 제품으로 단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
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 ance System)
놀이용 피젯스피너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 놀이용 제품 25개 중 10개(40%) KC 미표기, 8개(32%) 물리적 상해 우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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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8개(32%)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용 피젯스피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후 이를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 포함)하여야 함.
☐ 블루투스 스피커용 제품 10개 모두 KC 미표기, 6개(60%) 화재‧화상 우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되어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 신고 후 도안 등을 부착하여야 함.
☐ 안전확인 미표기 제품, 통신판매중개사업자를 통해 일괄 유통 차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하였다.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스토어팜, 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
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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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해사례 현황

1

□

(국내)

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피젯스피너 관련 위해정보

11건

중 4건이 신체 위해사례이며, 4건 모두 어린이*에게 발생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1항에 의거 만13세 이하임.
ㅇ 관련 사례

(피부질환) o 2017. 5.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금속 소재 스피너를 갖고 놀다 손바닥에
피부 발진이 생김.
(신체상해) o 2017. 5. 슈퍼마켓에서구입한피젯스피너를돌리던중눈주위에맞아찰과상을입음.
o 2017. 6. 대형문고에서 구입한 피젯스피너를 돌리던 중 손에 찰과상을 입음.
o 2017. 6. 회전하는 피젯스피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듦.

□

(해외)

신체상해, 삼킴사고, 화재 등 다양한 위해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어린이에게 발생함.
ㅇ 관련 사례

(신체상해) o 2017. 5. 9세 여아(미국)가 차에서 피젯스피너를 돌리다 치아에 부딪혀 치아가 깨짐.
o 2017. 5. 11세남아(호주)는공중에던진피젯스피너가눈주위로떨어져상해를입음.
o 2017. 6. 남아(미국)가 아버지와 함께 에어호스로 피젯스피너를 빨리돌리려고하다
갑자기 깨진 스피너의 플라스틱 조각에 맞아 인중 부위를 다침.
(삼킴사고) o 2017. 5. 10세여아(미국)는 피젯스피너를혀로닦다이탈된작은금속부품 삼켜 수술함.
o 2017. 5. 5세 남아(미국)가 피젯스피너의 금속부품 삼켜 수술함.
o 2017. 6. 7세 남아(호주)가 피젯스피너를 돌리던 중 제품이 깨지면서 금속 부품이
튕겨 나와 입 속으로 들어가 삼킴.
(화재사고) o 2017. 6. 미국에서전용충전케이블이없는블루투스스피커용피젯스피너(충전방법 및
충전기기 안내서가 없었음)를 유아 모니터용 충전케이블로 충전하던 중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함.
o 2017. 6. 미국에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제품포장에 ‘Made in China’ 만표기)를
충전하던중45분정도지날무렵충전단자부위에서화재가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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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실태조사 결과

2

□ 놀이용 피젯스피너 표시개선 및 판매자에 대한 지도 단속 필요
(

)

ㅇ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제품 25개 중 10개(40%) 제품은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14세 이상’으로 표기된 제품도 초등학생에게 판매됨.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16-598호, 2016.12.23.)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학교앞문구점)에서판매되는제품중별도의표시가없을경우어린이제품으로판단

ㅇ 25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중국산이며, 4개 제품은 제조국 표시가 없었음.

□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전제품 배터리 안전확인 미표기 시정조치 필요
(

)

,

ㅇ 충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가 없었음.
ㅇ 10개 중 8개 제품이 중국산이며, 2개 제품은 제조국 표시가 없었음.

안전성 조사 결과

3

□ 놀이용 피젯스피너
(

) 25개

제품 중 8개(32%), 물리적 안전성 미흡

ㅇ 8개 제품에서 제품의 끝과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완구 안전기준*에 미달함.
ㅇ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및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중물리․화학적 안전성
** 동일기준에따라코팅된제품의경우, 코팅에대한화학적안전성시험실시

□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 10개

(

제품 중 6개(60%), 화재 화상사고 우려

ㅇ 전용 충전기가 포함된 제품이 없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로 장시간
충전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대상 10개 중 6개(60%) 제품이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험 전

시험 후(부풀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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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참고

1. 사용 연령을 확인하십시오.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함
,

.

※ 어린이제품안전 안전확인신고번호는 ‘CB-’로 시작됨.

2. 가정 내 보관 시 주의하십시오.
‣ 베어링 등 작은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해외에서 삼킴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보관 시에도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불빛이 나는 스피너의 버튼형 리튬 전지를 삼킬 경우 식도에
.

(

)

,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만3세 미만 어린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함.

3. 사용 시 주의하십시오.
‣ 스피너의 부품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질 수 있어 놀이 시 보호자의 지도 및
주의가 필요함.

가장자리가깨지면서부품이빠진경우 탈착이용이하여버튼형배터리가탈락된경우

‣ 얼굴 특히 눈 가까이에 두고 놀지 않도록 주의함
‣ 코팅이 벗겨진 금속 스피너 사용 중 피부 발진 등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

)

.

사용을 중단함.

코팅이 벗겨져 금속 노출로 인한
피부질환 유발

돌출된 부위를 당기거나 미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피부질환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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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제품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

거스러미

날카로운 끝

날카로운 가장자리

4. 충전 시 주의하십시오.
‣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 충전 시 장시간 충전 상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함
‣ 완충된 후 반드시 충전기를 분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
이내로 충전하도록 함
‣ 전용 충전 케이블이 제공된 경우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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