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Enforcement of Regulat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Form No. 22, Appendix]

안전확인 신고서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of Safety Confirmation (doubled as certificate of declaration of safety confirmation)

접수번호 Number of application

접수일

H111-20-02923

2020 년

신고인
Declarer

처리기간

Date of application

9 월 14 일

업체명 Name of company
(주)지즐 ZIZLE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124-86-18533

대표자 성명 Name of CEO
이정호 LEE JEONG HO

전화번호 TEL
070-8260-5804
48-53, Seonangmok-gil, Hyangn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어린이제품명 Name of product for children
완구 (부속서 6) Toy (Annex 6)

Declaration content
of confirmation

7일

Processing period 7 days

주소 Address of company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낭목길 48-53

확인 신고
내용

(앞 쪽 )

품목분류번호(HS)

Item category code

of model in accordance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Classification
제조업체명 Name of manufacturer
with safety standards
비 작동완구, 어린이용 완구(3 세 이상 ~ 8 세 미만), (주)지즐 ZIZLE CO., LTD.
기타완구, 종이제 외 Immobile toy,Toy for children (for age 3 to 7),

paper excluded

제조국명 Manufacturing country
한국(경기도 화성시) Korea (Hwaseong-si, Gyeonggi-do)

제조자 제시 모델명
NP_H05

Name of model presented
by manufacturer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2 조제 1 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2020 년

We declare the safety confirmation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1)
and Article 29 (1)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신고인

FITI 시험연구원장

첨부서류
Attached
documents

9 월 14 일

(서명 또는 인)

Declarer

귀하 Director of Friend of Industry Technology Information Testing

수수료 Fee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8 조에 따른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A copy of certificate for business proprietor registration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A copy of product descriptions (photo included)
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의 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Product for children subject to safety confi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3)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신고확인증 번호

065H0006-0003

F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 of「Enforcement of Regulat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Number of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of safety confi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2)
of 「Enforcement of Regulat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Products for Children」.

2020 년 9 월 14 일
(유효기간 :2025 년 9 월 13 일)
Expiration date : 13th Sep. 2025

FITI 시험연구원장
Director of Friend of Industry Technology Information Testing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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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Declarer
210mm×297mm[백 상 지 80g/㎡ 또 는 중 질 지 80g/㎡ ]

제 품 설 명 서
Product Manual

1. 일반사항

General Information

신고업체
Name of company

제조업체

Name of manufacturer

제조국

Manufacturing country

(주)지즐

ZIZLE CO., LTD.

(주)지즐

ZIZLE CO., LTD.

한국 경기도 화성시

Korea (Hwaseong-si, Gyeonggi-do)

제조자 제시모델명

NP_H05

구분

비 작동완구, 어린이용 완구(3세 이상 ~ 8세 미만),
기타완구, 종이제 외

Name of model presented by manufacturer

Classification of model

Immobile toy,Toy for children (for age 3 to 7), role-play toy, paper excluded

2. 제품사진

Product Photo

FITI-IQP-011-05(Rev.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