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KEA FACTS 

화학성분 & 유해물질 

IKEA는 우리 생활 속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보단 안전하고 무해한 제품을 제공하고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KEA는 환경보호, 고객 및 공급 업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든 IKEA 고객들은 건강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IKEA의 모든 제품들은 관련법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 IKEA는 엄격한 종합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2006년에 이미 0~7세용 제품에 비스페놀 A 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2012년에는 음식물을 담는 제품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계산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 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2000년부터 IKEA 가구 생산 공장에서 브롬화 난연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 법 규정에 의무화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KEA 제품에 난연성 화학물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연 양털과 같은 난연성 성분이 포함된 소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2000년에 IKEA 가구 제품에 브롬화 난연제의 사용을 금지한 후 무해한 대체재를 

찾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새로운 불활성 난연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IKEA는 1995년부터 이미 PV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일부 전기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IKEA 어린이 용품과 음식을 담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 1992년 IKEA는 포름알데히드 성분 및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고, 

이후 지속적인 생산시설 점검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수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IKEA 제품에는 중금속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IKEA는 2014 년에 샤워커튼 및 우산, 판초 제품에 불소 화합물(방수제)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2015년 말까지 IKEA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가죽은 크롬 성분을 배제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 오래 전부터 IKEA는 CMR 물질 즉,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IKEA는 납, 카드뮴, 수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IKEA는 1996년에 제정된 섬유 및 가죽 제품에 아조 염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 IKEA는 고객과 생산직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염려하여 알레르기성 또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염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IKEA는 생산 공장에서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 및 염소 표백제 등과 같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IKEA는 섬유 공장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염려하여 특정 유기용제와 같은 건강에

유해한 화학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넘는 환경 인증서들이 있지만, IKEA는 이러한 인증서를

거부하고 대신 환경 영향은 줄이면서 건강과 안전,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IKEA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IKEA 로고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