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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hina, 중국

인증명 CCCF

품목명 소방제품
인증구분 임의

HS CODE -

근거규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0년 제18호 공고

○ <시장감독관리총국 강제성제품인증목록 최적화 관련 공고>

○ 《市场监管总局关于优化强制性产品认证目录的公告》(2020年第18号)

○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인증개요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은 CCC 인증 또는 3C 인증이라고도 한다.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17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 안전 관련 인증제

도로써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

터 CCC 인증서를 획득한 후 CCC 마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17개의 

제품군 중, 소방 관련 제품은 제12류에 속한다.  

특히 소방제품의 경우 일반 전기전자 제품보다 더 엄격하게 테스트를 

진행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적용대상품목

1. 화재경보제품: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온도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2. 소화기: 휴대용 소화기, 간편식 소화기 등

3. 소방안전장비: 조명·대피표시, 피난관련제품, 호흡기, 소방안전표식 등

인증절차

① 신청서류 및 시험용샘플 제출

② 제품시험

③ 공장심사

④ 최종평가

⑤ 인증서 수여, 인증마크 부착 및 사후관리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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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F 관련기관

인증기관①

기관명
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Fire Products of MEM) (중국 북경)

홈페이지 http://www.cccf.net.cn/

전화번호 +86-10-67806581

이메일 cccf@263.net

비용/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기관②

기관명
应急管理部天津消防研究所

(Tianjin Fire Research Institute of MEM) (중국 천진)

홈페이지 http://www.tfri-rz.com/

전화번호 +86-22-58226288

이메일 rzyw@tfri.com.cn

비용/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시험기관

기관명

中国国家消防电子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

(China National Supervision And Test Centre For Ire Electronic 

Product Quality) (중국 심양)

홈페이지 http://www.efire.cn/

전화번호 +86-24-31535801

이메일 jyglb@efire.cn

비용/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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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F 인증신청 절차

CCC

소방제품

① 지정된 시험기관에 신청서류 및 샘플 제출

   - 신청서, 제품 특성표, 제품사진, 매뉴얼, 제품도면, 사업자등록증, 

     공장심사조사표 등

   - 샘플 제출 (정식 통관 후 통관증명서와 함께 제출)

② 시험접수 및 제품시험

   - 시험기관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시험접수 및 시험계약서 체결

   - 시험료 납부

   - 시험담당자 지정 및 제품시험 진행

   -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성적서 발급 (처음부터 다시 신청) 

   - 시험 합격 시, 합격성적서 발급

③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 인증기관에 ID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인증접수 및 인증비 납부

   - 공장심사 배정

   - 공장심사 진행

④ 인증서 발급

   - 최종평가 완료 후 인증서 발급

   -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은 인증마크 표기 후 수출 가능

⑤ 사후관리 (연 1회)

   - 품질시스템 확인

   - 제품 일치성 확인

기타

○ 공장심사 및 시장감시

- 공장심사는 제품일치성, 품질시스템 등에 관련 내용을 심사.

- 시장감시는 제품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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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제품별 법령

화재경보

제품

CNCA-C18-01：2014

- 자외선 불꽃 감지기 (GB 12791-2006)

- 적외선 불꽃 감지기 (GB 15631-2008)

- 화재경보 제어기 (GB 4717-2005)

소화설비
CNCA-C18-03：2014

- 소화기 (GB 4351.1-2005, GB 4351.2-2005, GB 8109-2005, GA 86-2009)

소방안전장

비

CNCA-C18-04：2014

- 소방안전마크 (GA 480.1~6-2004)

- 조명·대피표시 (GB 17945-2010)

출처 : CCIC KOREA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