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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원안을 갖추고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업무규정에 따라 (사)한국공기청정
협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정된 단체품질표준이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이
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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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품질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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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정화필터
Air Filters for Indoor Air Cleaner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일반 가정 및 사무실, 학교 교실, 자동차, 실내공간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실내 공기를 재순환시켜 공
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 에어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ISO 29464, 공기 및 기타 가스의 정화  용어
KS B 6336, 광산란식 자동 입자 계수기
ISO 29463-5,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Part 5 :Test method
for filters element

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필터일반 및 등급
3.1.1
공기정화기(air cleaner)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 시스템 내의 공기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에어필터 또는 에어필터를 포함
한 장치를 포괄함
3.1.2
에어필터(air filter)
장치를 통과하는 기류로부터 고체나 액체 입자상 오염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
3.1.3
필터여재(filter media)
여과를 위해 사용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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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절곡 팩(folded pack)
균일하게 개별적으로 접힌 형태의 필터여재 팩
3.1.5
필터유닛(filter Unit)
프레임으로 마감한 절곡 팩
3.1.6
필터등급(filter class)
여과 효율과 관련된 측면에서 필터의 그룹과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3.2 성능 및 특성
3.2.1
투과율(penetration)
상류측 입자 개수 농도에 대한 하류측 입자 개수 농도의 비율
3.2.2
효율(efficiency) 또는 포집효율
투과된 입자 개수 대비 필터에 포집된 입자 개수(농도)의 비로 (1-투과)로 계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현
3.2.3
입경효율(particle size efficiency)
특정 입자 지름에서의 효율
3.2.4
정격유량(nominal airflow rate)
필터유닛이 시험될 유량으로 제조자가 규정
3.2.5
정면면적(face area)
기류에 노출된 시험체의 총면적으로, 이 면적은 시험 덕트의 축에 수직한 면에서 측정되거나 시험체로 접근하는 특
정 기류 방향에 수직한 면에서 측정함. 내부의 모든 플랜지 면적 등을 포함하지만 기류노출면의 외부에 설치되는
탑재부품이나 전기 배선 등은 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정면면적은 3자리 유효숫자로 m2 단위로 표현
3.2.6
정면속도(face velocity)
시험체 정면에서의 유속. 유량을 정면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3자리 유효숫자로 m/s 로 표현
3.2.7
저항(Pressure difference)
규정된 조건 하에서 필터유닛 시험 시, 필터유닛 전, 후 압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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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자
3.3.1
에어로졸(aerosol)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및/또는 액체 입자
3.3.2
시험 입자(test aerosol)
시험체의 성능을 결정하고 입자측정장치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에어로졸
3.3.3
입자 크기(particle size)
에어로졸 입자의 기하학적 직경으로 폴리스티렌라텍스(PSL) 광산란 등가 크기를 가지는 마이크로 미터(㎛) 단위의
입자 직경
3.4 시험장비 및 방법 일반
3.4.1
시험체(test device)
시험될 필터유닛
3.4.2
상류측(upstream)
시험풍동 내, 시험입자가 시험체를 통과하기 전의 구역
3.4.3
하류측(downstream)
시험풍동 내, 시험입자가 시험체를 통과한 후의 구역
3.4.4
상관비(correlation ratio)
상류측 및 하류측 샘플링 시스템 사이에서 잠재적인 편향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류측 입자농도를 상류측 입자농도로
나눈 것(필터없이 측정)
3.4.5
입자계수기(particle counter)
입자의 수를 계수하고 검출하기 위한 장치
3.4.6
광학적입자계수기(optical particle counter)
입자 개체군 및 크기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의 샘플 흐름 내에 있는 공기 중 입자에 빛을 조사
함으로써 산란된 광 임펄스를 전기적인 임펄스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입자 계수기
3.4.7
입자크기범위(particle size range)
정의된 입자계수기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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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샘플링 기간(sampling duration)
샘플링 체적 유량 내의 입자가 계수(상류 또는 하류)되는 시간

4 종류
이 표준을 사용하여 시험할 수 있는 에어필터는 다음과 같다.
4.1 필터 유닛 분류
a) 일반 필터 : 필터 유닛의 정면 면적을 산출하는 가로, 세로 길이가 200 ㎜ × 200 ㎜ 초과인 필터 유닛
b) 소형 필터 : 필터 유닛의 정면면적을 산출하는 가로, 세로 길이가 200 ㎜ × 200 ㎜ 이하인 필터 유닛
c) 원통형 필터 유닛 : 필터 유닛의 외관 형태가 원통 형태의 필터 유닛
4.2 필터 유닛 크기
실내공기정화필터는 직육면체 형상의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다른 형상의 것은 공급자 및 수요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1  실내공기정화필터의 크기 구분
구분

여과 면적a) (㎡)

대

0.20 이상

중

0.10 이상~ 0.20 미만

소

0.10 미만

비고

0.01 이하는 제외

a) 여과면적은 실내공기정화필터의 유동방향과 직각이 되는 면의 가로, 세로 길이의 곱으로 산출하
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분한다.
※ 원통형 필터는 시험 필터의 최외곽 원주와 필터 높이의 곱으로 산출

5 구조
5.1 구조 일반
a) 실내공기정화필터는 필터여재 절곡유닛을 프레임으로 마감한 유닛 형태로 어떠한 결함이나 불규칙성이 없어야
한다.
b) 실내 공기정화 필터는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하고 유동 방향이 영구적으로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5.2 에어필터 크기
a) 본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실내공기정화필터의 크기의 치수 허용차는 ± 1 % 이다.
b) 치수의 측정은 가로 및 세로 각 변의 양 쪽 끝부분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6 성능
6.1 필터의 초기저항
필터의 초기저항은 8.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정격유량(정면속도 1 m/s)에서의 측정값과 제조업체의 표시값이
± 5 % 이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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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필터의 등급
필터의 입경효율은 8.2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실내공기정화필터는 ‘실내 공기정화장치에만 사용’을 의미하는 ‘(P)’ 기호를 등급표기에 추가하여 클린룸 등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에어필터 등급과 구분하고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실내공기정화필터 등급
등급

그룹

입자

입자크기

효율기준(%)

KACA-E10(P)

≥ 85

KACA-E15(P)

≥ 95

KACA-E20(P)

준 고성능(E)

KACA-E25(P)

KCl

0.3 ㎛ 전‧후채널

KACA-E30(P)
KACA-H35(P)
비 고

≥ 99
≥ 99.5
≥ 99.90

고성능(H)

≥ 99.95

KACA-E30(P) : 0.3 μm 전‧후 입자크기 구간에서 제거효율 99.90 % 이상인 필터

7 시험 항목 및 일반사항
7.1 시험항목
a) 효율 : 필터로 유입되는 시험입자 개수 농도 및 필터에 의해 포집되는 시험입자 개수 농도를 측정하여 유입된
입자 개수 대비 필터에 포집된 입자 개수의 비로 (1-투과)로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한다.
b) 초기저항 : 필터를 지나가는 공기의 필터 전과 후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여 압력손실(Pa)로 표시한다.
7.2 시험조건
a)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공기의 온도와 습도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온도 : (23 ± 5) ℃
- 상대습도 : (40 ~ 70) %
b) 시험동안 온도는 ± 2 ℃ 이내, 상대습도는 ±5 %로 유지되어야 한다.
c) 시험시스템에 투입되는 시험공기는 효율시험에 영향이 없도록 헤파필터를 통과시켜 청정함을 보장해야 한다.
d) 시험체는 시험공기의 온도와 습도 조건 하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보관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7.3 시험입자
a) 시험입자는 기하표준편차가 1.8 이하인 다분산 염화칼륨(KCl) 2 % 수용액을 사용한다. 수용액은 고체 염화칼
륨(KCl)을 순수 또는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한다.
b) 이 수용액을 입자발생 장치에서 분무시켜 입자의 중간직경(CMD)이 0.3 ㎛ 또는 0.3 ㎛ 전후 채널에서 상류측
농도가 500 #/㎤ 이상이 되도록 한다.
c) 입자 농도가 500 #/㎤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염화칼륨 수용액 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7.4 시험장치
a) 시험덕트
1) 200 ㎜ × 200 ㎜ 이상의 사각형 필터 유닛 시험용 덕트
시험덕트의 구성 예는 그림 1 과 같고 상류측 시험입자 농도 및 유량이 ± 10 %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상류측 샘플링 위치는 시험체 흡입부 바로 앞으로 하며, 하류측 샘플링은 시험체로부터의 모든 배출 입자를 대표하
여 샘플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긴 교축형상 덕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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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필터 및 원통형 필터 시험용 덕트
200 ㎜ × 200 ㎜ 미만의 소형필터 및 원통형 필터의 시험덕트는 부속서 A, 부속서 B 에 따른다.
3) 시험체는 덕트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림 1  시험덕트 예시

b) 입자발생기는 레스킨 노즐 등을 사용하여, 상기 7.3항의 시험입자를 안정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
며, 발생된 입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도록 중화기(neutralizer)를 통과하여야 한다.
비 고

중화기는 방사능, 코로나 방전, soft x-ray, UV 등을 사용한 것이 있다. 방사능을 사용한 중화기는 사용 신

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중화기의 경우 장시간 사용하면 입자를 자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Soft X-ray 는 플라스틱 등에 조사될 경우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c) 광학적 입자계수기 : KS B 6336 에 규정하는 광 산란식 자동입자계수기 중 0.3 ㎛ 정해야 한다.
d) 홀더 :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필터의 보호를 위한 지지망을 갖춘 것으로 한다. 이
때 지지망으로 인한 압력손실에 대한 영향은 1 % 미만이어야 한다.
e) 유량계 : KS A 0611 또는 KS A 0612 에 규정하는 성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f) 송풍기 : 0.5 m/s 이상의 정면속도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g) 상류측 ‧ 하류측 HEPA필터 : 청정공기의 공급 및 오염 공기의 유출 방지를 위해 상류측, 하류측에 HEPA필터
를 장착한다.
h) 배관 : 각 부의 접속 부분으로부터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i) 층류발생기 : 공기의 일정한 흐름 유지를 위하여, 난류가 발생되지 않고 층류가 발생되도록 층류발생기를 사용한
다.
7.5 시험 정면속도
실내 공기정화필터는 1 m/s 조건에서 시험한다.

8 시험 방법
8.1 효율(초집효율) 시험방법
a) 시험 면속도 조건에서 입자 발생기에 시험입자를 발생시키고, 시험입자가 필터를 통과하도록 조정한다.
b) 필터 전후의 입자계수를 각각 또는 동시에 광산란 방식 계측기로 측정하여 다음 식 1 에 의해 효율을 계산한
다.


      × 
  ×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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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집진효율(%)
 : 0.3 μm가 입자지름 구분의 중앙에 위치하는 입자계수기 채널에서의 상류측 입자개수 농도(개/cm3)
 : 0.3 μm가 입자지름 구분의 중앙에 위치하는 입자계수기 채널에서의 하류측 입자개수 농도(개/cm3)
 : 상관비. 시험체를 설치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정격유량, 입자 크기 범위 등)에서 측정했을 때 상류측 입자계
수와 하류측 입자계수비(하류측입자계수/상류측입자계수)
단, 입자지름 0.3 ㎛ 가 입자지름 구분의 경계로 되어 있는 광산란 자동 입자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
후 채널에서의 효율을 각각 산출한 후, 양자의 평균값을 0.3 ㎛ 에서의 효율로 한다.
c) 3개 이상의 에어필터에 대하여 각각의 효율을 측정하고 그 평균치를 최종 효율값으로 한다.
8.2 초기저항 시험방법
a) 필터의 초기저항은 시험 면속도 조건에서 시험덕트의 압력측정 탭에 연결된 차압장치, 압력게이지 혹은 마노미
터 등으로 측정한다.
b) 필터 전후방 압력을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압력손실을 계산한다.

     ··································································································································· (식 2)
 : 압력손실(Pa)

여기에서

 : 필터 상류측의 압력(Pa)
 : 필터 하류측의 압력(Pa)
c) 3개 이상의 에어필터에 대하여 각각의 압력손실을 측정하고 그 평균치를 초기저항 값으로 한다.

9. 검사항목
실내공기정화필터의 검사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 실내공기정화필터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

비고

1

실내공기정화필터 크기

여과면적(㎡)

2

정격 유량

m3/h(m3/min)

2

필터등급

3

효율(포집효율)

0.3㎛ 입경대

4

초기저항

정격유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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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시사항
등급을 부여받은 에어필터는 다음 정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a) 제조사 정보, 모델명, 제조일 등
- 제조업체
- 에어필터 크기(여과면적, 가로, 세로, 두께)
- 제조연월 또는 로트번호 등 고유식별
b) 에어필터 등급 등 제품 성능 표시사항
- 최종 판정 등급, 등급 부여일, 초기저항, 정격 유량, 유동 방향
c) 표식은 영구적이고 명확히 식별되야 한다.
d) 실내공기정화필터의 취급, 사용, 폐기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표기되어야 한다.
- 사용 설명서는 별도로 제공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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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정)
소형필터 시험장치 구성

A.1 소형필터 시험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A.1 과 같다.
A.2 덕트 내 시험체의 상류측 시험입자 및 풍속의 균일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각형 필터 시험체 필터면의 상류측 5 ㎝ 에서 4각형 덕트의 단면적을 균일하게 9등분하여 각 4각형의 중심
에서 시험입자의 농도와 유속을 측정하고, 9곳의 평균을 구한 후 어느 한 측정점이라도 유속 평균값의 ± 10 %,
시험입자 농도 평균값의 ± 15 % 를 넘지 말아야 한다.
A.3 덕트 내 시험체의 하류측 시험입자 측정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각형 필터 시험체 필터면의 하류측 5 ㎝ 에서 4각형 덕트의 단면적을 균일하게 9등분하여 각 4각형의 중심
에서 시험입자의 농도를 측정하고, 9곳의 평균을 구한다.
A.4 소형 필터와 같이 필터의 처리 용량이 작아 기존 설치된 Blower로 정격 유량 제어가 어려울 경우 by-pass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A.1 - 소형필터 시험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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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규정)
원통형 필터 시험장치 구성

B.1 원통형 필터 시험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B.1 과 같다.
B.2 덕트 내 시험체의 상류측 시험입자 및 풍속의 균일도 및 하류측은 측정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 원통형 필터의 경우 시험체의 상부 20 ㎝ 에서 4각형 덕트의 단면적을 균일하게 9등분하여 각 4각형의 중심에서
시험입자의 농도와 유속을 측정하고, 9곳의 평균을 구한 후 어느 한 측정점이라도 유속 평균값의 ± 10 %, 시험
입자 농도 평균값의 ± 15 %를 넘지 말아야 한다.
B.3 원통형 필터의 경우 시험체의 하류측 출구면에서 5 ㎝ 떨어져 출구의 중심과 원통형필터 출구 반경의 2/3 되는 4
곳에서 시험입자 농도를 측정하여 중심을 제외한 4곳의 평균을 구한다.
비 고

원통형 필터의 경우 중심부 주위를 통과하는 입자 중 일부가 원통형 필터의 윗면에 포집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필터 중심부의 농도 값이 필터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고려하기 어려워서 원통형 필터 중심부 측정값을
사용하지 않음.

B.4 원통형의 시험체를 사각형 덕트에서 평가할 경우 덕트의 짧은 변의 길이가 원통형 필터 직경의 1.5배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림 B.1 - 원통형 필터 시험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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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 해설은 본체 및 부속서(규정)에 규정한 사항에 기재한 사항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요

1.1

제정의 취지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자 실내공기를 재순환시키는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미세 입자를 걸러 공기 중에 포함
된 미세 입자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내 공기정화필터의 성능 등급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활성화시키고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1.2

제정의 경위

이 표준은 일반 가정 및 사무실, 학교 교실, 자동차, 실내공간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실내 공기를 재순환시켜 공
기를 정화하는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하여 KS C 9325 등의 표준을 참조하여 SPS-KACA-1635 표준을 개정 하였다

2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실내 공기정화 필터에 대한 시험규격의 용어 및 등급분류를 규정한다. 또한 부속서 A 소형필터 시험
장치 구성, 부속서 B 원통형 필터 시험장치 구성을 규정하여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는 소형 및 원통형 필터를 포함한
다.

3

표준 사양 채택 기준

이 표준에 적용된 인용규격은 한국 국가표준(KS) 및 국내 단체표준, 해외 표준 등을 인용하였다.

No

1

인용표준

인용표준 주요내용

본 표준 적용 범위

KS C 9325,

3. 용어와 정의

3. 용어와 정의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7.3.2 시험용 입자

4. 등급분류

ISO 29463-1,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
2

er media for removing particl
es in air  Part 1 :Classificati

전체 인용

3. 용어와 정의
4. 등급분류

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ISO 29463-2,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
er media for removing particl
3

es in air  Part 2 :Aerosol pr
oduction, measuring equipme
nt and particle-counting stati
stics

시험장비 및 시스템

전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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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인용표준

인용표준 주요내용

본 표준 적용 범위

ISO 2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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