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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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A-CAC-2011-03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Air Cleaner for Air Conditioner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KS C IEC 60335-2-40에 해당하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 중에서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에서
는 250 V 이하, 그 밖의 기기에서는 480 V 이하인, 주로 일반 가정 혹은 사무실, 학교 교실 등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디셔너(이하“에어컨”이라 한다) 중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청정 기능이 내장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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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9306

에어컨디셔너

SPS-KACA002-132 실내공기청정기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
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SPS-C KACA 0027-7269, 광학 먼지센서의 환산질량/개수농도 성능 시험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공기청정기(air cleaners)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세먼지 제거 및 유해가스 제거를 위하여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
장된 제품을 말한다.
3.2
정격 풍량 (rated airflow rate)
공기청정기를 정격 주파수, 정격 전압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풍량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 중 자
동으로 작동 정지 및 주파수, 전압 변경이 없어야 한다.
3.3
미세먼지 정화장치(fine dust purification device)
공기청정기 가동 후 흡입된 공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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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해가스 정화장치(noxious gas purification device)
공기청정기 가동 후 흡입된 공기의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3.5
청정화능력 (clean air delivery rate)
CADR
공기청정기 가동 후 공기 중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정화능력을 말한다.
3.6
미세먼지 저감수명 (fine dust reduction life)
공기청정기의 초기 청정화능력 대비 성능을 50% 이상 유지하며 저감할 수 있는 수명 말한다.
3.7
미세먼지 제거효율(fine dust removal efficiency)
공기청정기 가동 후 공기 중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효율을 말한다.
3.8
유해가스 정화능력 (clean gas delivery rate)
공기청정기 가동 후 공기 중 유해가스가 제거되는 정화능력을 말한다.
3.9
유해가스 저감수명 (rated noxious gas removal capacity)
공기청정기의 초기 유해가스 정화능력 대비 성능을 50% 이상 유지하며 저감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한다.
3.10
유해가스 제거효율(noxious gas removal efficiency)
공기청정기 가동 후 공기 중 유해가스가 제거되는 효율을 말한다.
3.11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센서(air cleaner fine dust sensor)
공기청정기에 내장되어 먼지의 광산란 특성을 이용하여 먼지의 개수를 측정하여 질량농도로 환산하는 장치를 말한
다.
3.12
유해가스(noxious gas)
실내공간에서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물질로 생활환경에 장해를 미치는 가스상 오염물질.
비 고 본 표준에서는 시험대상 가스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악취물질 중 대표적인 무기물인 암모니아
(NH3), 아세트알데히드(CH3CH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초산
(C2H4O2)의 종류 3가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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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 류
공기청정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집진방식에 따른 분류
종류
기계식 공기청정기

전기식 공기청정기

복합식 공기청정기

내용
집진필터를 이용하여 공기중 미세먼지나 불순물을 걸
러서 정화하는 방식
전기적인 방전 원리를 이용하여, 집진판으로 공기중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방식
2가지 이상의 집진방식을 접목하여 공기중 미세먼지
를 정화하는 방식

5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 3상 교류 220 V, 380 V, 440 V, 220 V/380 V 겸용, 380 V/440 V 겸용으로
하고, 정격 주파수는 60 Hz로 한다.

6 일반 요구 사항
제품의 일반 요구 사항은 KS C IEC 60335-2-40의 5절(일반 요구사항)에 따른다.

7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제품의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은 KS C IEC 60335-2-65의 5절(시험에 관한 일반조건)에 따른다.

8 구조 및 부품
a) 제품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절(구조)에 따른다.
b) 제품의 부품은 KS C IEC 60335-2-40의 24절(부품)에 따른다.

9 성 능 기 준
9.1 안전 성능
공기청정 에어컨의 안전성능은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0부: 히
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에 의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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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품 성능
9.2.1 청정화 능력
청정화능력은 10.2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제품의 표시값 ±10 % 이내이어야 한다.
9.2.2 소 음
제품의 소음은 10.3에 의하여 시험 한다. 인증기준은 인증심사기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9.2.3 유해가스 제거효율
유해가스 제거효율은 10.4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유해가스 제거효율 성능기준
구분

기준

암모니아(NH3)

40 % 이상

초산(CH3COOH)

40 % 이상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40 % 이상

평균값

60 % 이상

비고

9.2.4 오존발생농도
오존발생농도는 10.5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0.03 μmol/mol 이하 이어야 한다.
9.2.5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센서 성능
제품에 부착되는 미세먼지 센서의 성능은 10.6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미세먼지센서의 성능기준
구분

성능기준

고농도

기준계측기 결과 값의 ±30 %

저농도

기준계측기 결과 값의 ±15㎍/㎥

비고

9.2.6 유해가스 정화능력
유해가스 정화능력은 10.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제품의 표시값 ±10 % 이내이어야 한다.

10 시험 방법
10.1 시험 조건
제품의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온도 : (23 ± 3) ℃
b) 상대습도 : (50 ± 10) %
c) 정격전압 : (220 ± 2) V, 주파수 : (60.0 ± 0.6) Hz
10.2 청정화능력 시험
청정화능력 시험은 SPS-KACA002-132[최신판] 부속서 A에 따른다.
10.3 소음 시험
소음도시험은 SPS-KACA002-132 SPS-KACA002-132[최신판] 부속서 F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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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유해가스 제거효율 시험
유해가스 제거효율시험은 SPS-KACA002-132 SPS-KACA002-132[최신판] 부속서 D에 따른다.
단, 시험가스는 다음과 같다.
a) 암모니아(NH3)
b) 초산(CH3COOH)
c)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10.5 오존발생 시험
유해가스 제거효율시험은 SPS-KACA002-132 SPS-KACA002-132[최신판] 부속서 E에 따른다.
10.6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센서 성능 시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센서 성능 시험은 SPS-C KACA 0027-7269 광학 먼지센서의 환산질량/개수농도성능 시험방
법에 따른다.
10.7 유해가스 정화능력
유해가스 정화능력시험은 SPS-KACA002-132 SPS-KACA002-132[최신판] 부속서 C에 따른다.

11 검사항목
제품의 검사항목은 표 4 와 같다.
표 4 -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

비고

1

청정화능력

2

유해가스 정화능력

3

유해가스 제거효율

4

오존발생농도

5

소음

6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센서

12 표 시
12.1 표시 사항
제품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종류
b) 청정화능력(m3/min)
c) 오존발생농도(ppm)
d) 정격적용면적 (평)
e)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f) 제조년 또는 제조번호
g) 모델명 또는 형식
12.1 사용 설명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취급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 적용면적에 관한 사항
b)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사항
c)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d)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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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요
1.1 제정 취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에어가전 제품이 개
발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공기청정성능에 대해서는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 없이 생산, 출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의 성능에 대한 불신
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된 융복합 제품인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의 사용문화가 정착되는
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공기청정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단체
품질표준을 제정하여, 단체품질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
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표준을 제정 하였다.
1.2 제정 경위
공기청정 성능에 대해 단체표준(SPS-KACA002-132) 및 산업표준(KS C 9314)이 활용 되어 평가 되고 있으나, 공
기청정 에어컨디셔너의 제품 특성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는 일반공기청정
기와 달라 풍량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측정방법 및 챔버크기 적용에 대한 연구사업이 필요하여, 표 1에 표시된 연
구사업과 SPS-KACA002-132 실내공기청정기를 참고하여 제정 하였다. 표준 개발의 과정에서 산업계/학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서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의 성능평가 시험방법을 최종 표준으로
정리하였다.
1.3

제정 방법

본 표준에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능평가를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시험결과의 제연
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본 표준을 제정 하였다.
표 1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방법 개발 연구사업

번호

구분

내용

1

연구사업명

2

발주기관

한국공기청정협회

3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4

참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비고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용공기청정기 성능시험 및 표준안 개정

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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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의 제연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시험결과를 확인 하였다.
또한 산업계,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개최하였다.
표 2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번호

구분

내용

1

공청회

이해관계인 공청회 1회 개최

2

간담회

이해관계인 간담회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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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품질표준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발간 • 보급

한국공기청정협회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9층
☎

(02)553－4156

Fax (02)553－4158
http://www.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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