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텍이티엘셈코㈜
상업용에어컨에대한 SASO MEPS 규정

Metrology and Quality (SASO)는 2017년 3월 3일 상업용 에어컨 (Commercial Air Conditioner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ing Requirements)과 관련한 SASO 2874:2016

규격을 발행하였습니다. 에어컨의 종류에 따라 MEPS 요구사항이 상이하며, 해당 규격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강제화 될 예정입니다.

1. 제품범위

• Electrically operated air conditioners 

• Condensing units 

• Chillers 

• Absorption Chillers 

• Electrically operated variable refrigerant flow (VRF) air conditioners 

• Close control air conditioners and condensing units serving computer rooms 

AC 단상 220V or 230V or dual voltage, voltage range 그리고 3상 380V or 400V, 60Hz로 동작되는

에어컨에 적용됩니다. 이 규격 내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전압을 가지는 에어컨에 대해서는 660V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SASO 승인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Water cooled chillers는 15000V까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2. 시험요건

수냉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에어컨 유형별로 적용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실내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에어컨에 대해서는 시험 조건이 SASO 2874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에어컨은 52도에서 최대 동작 및 최대 부하에서 T1과 T3 조건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3. 등록절차

1) Path A: AHRI 승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품

등록을 위해 제출되는 제품은 등록될 해당 모델에 대해 유효한 AHRI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AHRI 승인에 부적합하거나 승인에서 삭제된다면 제품 등록은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입니다. 52도에서의

동작은 시험하거나 자체 선언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Path B: 선언된 성능으로작성된시험리포트를보유한제품

승인된 시험소로부터 시험되어진 시험 리포트를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리포트는 냉방 성능,

EER(T1, T3 조건)의 결과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고, 52도에서의 동작은 시험이나 자체 선언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샘플 한대에 대한 시험으로 충분합니다. 시험된 유효 입력, 냉방 성능, EER의 허용 오차는

5%이하이어야합니다. 시험된 EER은 MEPS보다작아서는안됩니다.

4. 시장감시

1) Path A 절차에 따른 등록

SASO는 AHRI 승인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2) Path B 절차에 따른 등록

SASO 시스템을 통해 등록되어진 관련된 규격에 준해 시험되어져야 합니다. 한 대의 샘플로 시험되어져야

하며, 유효 전력, 냉방성능, EER의 허용 오차는 5% 이내여야 하며, EER은 MEPS보다 작으면 안됩니다.

Intertek Newsletter 2017. 04. 17

FOR MORE INFORMATION
EMC & RF

전자파적합성(EMC) 및 무선(RF) 시험이 가능한 최신 설비 10 m 챔버를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oHS

인터텍은 기업이 친환경 제품의 대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성수, 울산 시험소에서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RoHS, REACH, Halogen Free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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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의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은

Total Quality Assurance로 우수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인터텍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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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 EMC Chamber

❖ Max. 3 phase 380 V, 32 A 

➢ RRA 지정시험기관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 CBTL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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