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가지의 경고제품들 
 

KID 는 아동제품의 안전기준의 강화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2008 년 Danny법을 

제정할 때에도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기침대, 놀이방(Play yard)이나 바구니처럼 

생긴 아기 침대에있어서 안전기준의 확립과,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제조업체에 의한 

점검을 거치도록 기준을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동제품의 안전성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특히 수면제품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KID 창립자의 아들인 Danny가 수면제품의 사용으로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KID 의 레거시이기도 합니다. 

- 아기가 수면제품 이용시 보호자는 휴식을 취히거나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기때문에 

아기(수면제품)에서 눈을 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면제품은 작은 목숨을 

지키지위해 높은 안전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전기준대상에 포함되지않은 제품들이 다수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기준 점검을 하지않는 제품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안전기준대상에 포함되지않는 제품들의 일부입니다. 

제품 #1： Snuggle Me Premium Lounging & Bed Sharing Cushions for Baby 

이 제품은 아기침대 밖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쿠션(수면 포지셔너 

)입니다. 보호자와 같은 침대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또 수면 외에도 6 개월 이상된 아기의 

놀이시간, 터미타임, 마사지나 여행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제품에 3 가지 

우려사항을 소개해드립니다. 

1. 제조업체는 실적 외에 안전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웹사이트에는 

“9년이상의 놀라운 안전성능의 실적”이라고 기제가 되어있지만 안전기준의 

충분한 테스트결과의 기재가 없습니다. 

2. 다른 수면 포지셔너처럼 제조업체는 제품사용시에 보호자가 항상 아기를 잘 

보살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아기와 함께 수면을 취할 경우 

아기를 보살필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에는 제품사용시 아기용 담요를  사용하도록 기재가 

되어있지만 만 1 살 미만의 유아는 질식이나 과열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담요사용은 삼가해야합니다. 

http://www.kidsindanger.org/news/cpsc-reform/
http://kidsindanger.org/family-voices/danny
http://www.snugglemeorganic.com/


다른 비슷한 제품인 DockATot는 0-36 개월 아가용 멀티쿠션입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특히 

이 제품은 칸막이의 역할로 설계되어있기때문에 아기침대등에서의 사용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에 통기성은 있으나 만일 아기침대에서 사용한 경우 아기가 제품과 

침대사이에 낄 위험이 있기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은 NapNanny의 사례와 아주 비슷합니다. 

KID 부터의 제안 – 아기를 재울 경우 여러 안전기준을 만족시킨 아기침대 또는 칸막이를 

사용해주세요. 보호자와 같은 방을 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침대의 공유는 삼가하는 

것이 아기의 수면에 최적한 환경이 됩니다. 

 

제품#2 ： Babo Cush New Born Comfort Cushion 

이 제품은 오스트랄리아의 한 보호자가 신생아를 맞이할 때 자신과 가족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쾌적한 쿠션은 사람의 어깨로부터 허리까지를 

재현하며 고동과 자궁의 소리를 느끼게하는 미약한 진동에 위해 아기가 안착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우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제품은 수면용품이라는 기재가 없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아기가 잠들게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안전보고에 따르면 Babo Cush위에서 아기를 

안재우도록 주의하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 기재로인해 보호자들은 만일 아기가 

잠들어버렸을 경우에 깨워야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2. 아기는 납작머리증후군(Flat Head Syndrome)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품 사용시 

엎드린 자세가 됩니다. 터미타임은 납작머리증후군을 방지하기위한 적절한 

방법이지만 평단한 곳에 놓였을 경우 그 효과가 발휘됩니다. 미국소아학회 

안전수면가이드에서 추천된 등에서의 터미타임 대신에 아기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대해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KID 부터의 제안 – 이 제품 사용시 아기가 잠들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사용을 피해주세요. 

대신에 안전기준을 만족시킨 아기용 스윙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제품#3：Baby Merlin’s Magic SleepSuit 

이 포대기제품은 포대기사용이 끝난 아기들을 위한 제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조업체 

웹사이트나 제품 추천사용방법을 통하여 안전수면에 대한 기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사용으로인해 아이들의 체온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체온이 너무 높아진 경우에는 SIDS(영아급사증후군)을 이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KID 부터의 제안 – 더 가볍고 착용가능한 담요로 대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http://dockatot.com/pages/view-docks
http://www.kidsindanger.org/2013/06/15/cpsc-and-baby-matters-settle-suit-over-nap-nanny-announce-full-recall/
http://www.babocush.com/
http://www.babocush.com/safety/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baby/sleep/Pages/A-Parents-Guide-to-Safe-Sleep.aspx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baby/sleep/Pages/A-Parents-Guide-to-Safe-Sleep.aspx
http://www.magicsleepsu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