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C 60335-1 6판(Ⅱ)

살균 기능이 있는 가전 제품의 안전

위생 기능이 있는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COVID-19 대유행으로 공공 장소, 의료 시설, 가정 및 기타 환경에서 살균제 사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살균 기능을 포함하는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유기체와 박테리아를 죽이고 병원균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의류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은 살균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가정용 또는 상업용 기기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인터텍이티엘셈코(주)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당정동) 15845
www.Intertek.co.kr

031 8069 3702 031 8069 3715 031 8069 3714

Luichel.lee@intertek.com Hannah.park@intertek.com Zinna.han@Intertek.com ITK047_22.05.12

가정 및 상업용 가전 제품에서 살균을 위

한 UVC 기술의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IEC 60335 시리즈는 살균 기능의 통합으

로 도입된 작업자와 그 외 사람들에게 미

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

다.

가정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살균 기능과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은 IEC 60335-1의 다양한 조

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른 제품별 요구사항의 규격은 에어컨은 IEC 60335-2-

40, 공기청정기는 IEC 60335-2-65, 팬은 IEC 60335-2-80, UV 방사선 수처리기기는 IEC 

60335-2-109가 적용됩니다. 현재 이 규격들 중 어떤 것도 IEC 60335-1 6판에 맞게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버전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업데이트된 버전은 2023년까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요구사항
IEC 60335-1

2020년에 발행된 IEC 60335-1 6판에서 UVC 살균 적용과 관련하여 이전 버전

과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광학 방사선 위험을 다루는 요구 사항

(32.2절)과 관련 램프 및 램프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24.1.10절)이 추가되

었다는 것입니다. IEC 62471:2006에 따라 200mm 거리 또는 사용 지침에 표시

된 고정 거리에서 방사선 평가가 필요합니다.  IEC 62471은 램프 및 램프 시스

템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해 다룹니다. 활성 UVC 위험 및 근 UVC 위험에

관한 ‘면제＇위험군 분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IEC 60335-1의 다른 요

건과 해당 특정 규격이 충족되는 한 광생물학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광

학 방사선 위험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음

을 의미합니다. IEC 60335-1의 또 다른 관련 부분은 6판 발행 전에 이미 소개

된 22.57절입니다. 비금속 재료의 특성이 더 이상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기기

내 미생물 제어를 위해 제공된 UVC 소스에서 발생하는 UVC 방사선에 노출되

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6판은 부속서 T의 조건화 및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특정
요구 사항
예) 공기청정기

IEC 60335-2-65 2.2판은 UVC 살균기기와 관련된 다음 조항으로 일반 규

격을 보완합니다.

• 23.101은 UVC 방사선에 노출되는 내부 와이어의 상태(부속서 AA) 및 배

선이 UVC 내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연 내력 시험이 요구됩니다.

• 32.101은 공기 배출구에서 50mm 떨어진 공기 흐름에서 오존 농도 측정

이 과도하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 32.102는 300mm 거리에서 또는 위험량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이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 직접 점검창에서 방사 조도 시험을 지정합니다.

살균제로 사용되는 UVC방사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UVC 방사선은 UV 방사선 범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공기, 물 및 비 다공성 표면을 위한 살균제로 알려져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박테리아 확산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균 및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관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UVC 방사선(파장 100-280nm)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과 고선량 및

지속시간이 중요합니다. 단점은 피부와 눈이 UVC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 등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240nm 미만의 파장에서 작동하는 UVC 램프는 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UVC 방사선을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전기기기 제조업체는 방사선 강도와 오존 위험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 또는 국가 제품 표준에 명시된 전기, 

열, 기계, 광생물학 및 기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현지 또는 지역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규격이 아직 없는 경우 IEC PAS 

63313:2021(살균성 UV-C 조사 UV-C 안전지침에 대한 입장)과 같은 발행된

지침 문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IEC 60335 시리즈가 UVC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UVC 방사선이 억제되지 않은 가전제품

상기 특정 규격에서 다루는 제품은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VC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격납 보호장치’). 그러나 방사선 억제가 불가능하고 IEC 

62471의 면제 그룹을 초과하는 가정 및 유사한 기기의 경우 IEC 

60335-1 6판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가정에서 표면을

소독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가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 라벨 및 지침과 함께 타이머를

사용하지만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전문가(일반인)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방사선량이 감소하면 살균기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세균 소독 및 감소시키는 기능은 IEC 60335 시리즈의 범위

밖이지만, 국가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가 미생물의 효능(예: 세균의

99% 제거)을 뒷받침하는 시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균을 위한 UV 방사선에 대한 특정 규격 개발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IEC 60335 시리즈는 현재 특정 요구사항이 있는 모든 살균 기기에 대한 위험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휴대용 소독 장치 뿐만 아니라 상부

공기 및 전체 실내 소독을 위한 개방형 UVC장치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산업(조명, 실험실, 의료 등)의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EC TC 34(조명)가 다른 기술 위원회와 수행한 연구에 기초하여 IEC는 계획을 시작했으며, 살균을 위한 UV 방사선을 특별히 다루기 위해 TC 

34/WG 23을 구성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 특정 기기에 대한 일련의 IEC 표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작업 항목에 따라, 이 작업은 TC34에 따라 가정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을 다루는 TC61과 같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또는 유사한 기기의 제조업체는 UVC 살균 장치에 대한 규격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에는 UVC 방사선 측정

방법과 같은 기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주거용 표면 소독 장치와 같은 특정 용도를 다루는 IEC 60335 시리즈의 신규 또는 수정된 특정 규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60335 시리즈 외부에서 이미 발행되었으며 특정 보호 요구사항 및 시험과 함께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문서의 예로는 IEC PAS 63313(살균성 UV-C 조사 UV-C 

안전지침에 대한 입장) 및 UL 8803(UV원이 포함되지 않는 휴대용 UV살균 장비에 대한 조사 개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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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인터텍은 글로벌 인증을 포함하여 국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체 시험소를 KOLAS에서 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ROHS)를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무선 시험소는 KC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업무, 중동 7개국(G mark EMC), 유럽(CE RED), 미국(FCC), 캐나다(IC), 

남아프리카공화국(SABS) 등 전세계 인증을 위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선인증에대해특별할인가로업무진행해드리고있으니부담없이상담(031-8069-3702)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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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인터텍은 IEC 60335-1 최신 규격에 준해 평가할 수 있는 공인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UV에 관련한 시험도 국/내외 시험을 통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이사, Luichel.lee@intertek.com, 031-8069-3702)

명칭 약어 파장(nm) 에너지(eV, aJ) 비고

Ultraviolet A UV-A 315–400
3.10–3.94,
0.497–0.631

Long-wave UV, black light, not absorbed by the ozone layer: soft UV.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는 장파 UV, 블랙라이트 : 소프트 UV

Ultraviolet B UV-B 280–315
3.94–4.43,
0.631–0.710

Medium-wave UV, mostly absorbed by the ozone layer: intermediate UV; Dorno radiation.
주로 오존층에 흡수되는 중파 UV : 중간 UV ; Dorno 방사선

Ultraviolet C UV-C 200–280
4.43–12.4,
0.710–1.987

Short-wave UV, germicidal UV, ionizing radiation at shorter wavelengths, completely absorbed by the ozone layer and atmospher
e: hard UV
완전하게 오존층과 대기에 흡수되는 짧으 파장의 이온화 방사선, 살균 UV, 단파 UV : 결질의 UV

UV (위키백과 발췌)

Ultraviolet (UV) is a form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with wavelength from 10 nm (with 
a corresponding frequency around 30 PHz) to 400 nm (750 THz), shorter than that of 
visible light, but longer than X-rays. UV radiation is present in sunlight, and constitutes 
about 10% of the total electromagnetic radiation output from the Sun. It is also produced 
by electric arcs and specialized lights, such as mercury-vapor lamps, tanning lamps, and 
black lights. Although long-wavelength ultraviolet is not considered an ionizing radiation 
because its photons lack the energy to ionize atoms, it can cause chemical reactions and 
causes many substances to glow or fluoresce. Consequently, the chemical and biological 
effects of UV are greater than simple heating effects, and many practical applications of 
UV radiation derive from its interactions with organic molecules.

Short-wave ultraviolet light damages DNA and sterilizes surfaces with which it comes into 
contact. For humans, suntan and sunburn are familiar effects of exposure of the skin to 
UV light, along with an increased risk of skin cancer. The amount of UV light produced by 
the Sun means that the Earth would not be able to sustain life on dry land if most of that 
light were not filtered out by the atmosphere. More energetic, shorter-wavelength 
"extreme" UV below 121 nm ionizes air so strongly that it is absorbed before it reaches 
the ground. However, ultraviolet light (specifically, UVB) is also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of vitamin D in most land vertebrates, including humans.[4] The UV spectrum, 
thus, has effects both beneficial and harmful to life.

The lower wavelength limit of human vision is conventionally taken as 400 nm, so 
ultraviolet rays are invisible to humans, although people can sometimes perceive light at 
shorter wavelengths than this. Insects, birds, and some mammals can see near-UV (NUV) 
(i.e., slightly shorter wavelengths than what humans can see).

자외선(UV)은 파장이 10nm(30PHz 부근에 해당 주파수)에서 400nm(750THz)인 전자기 복사의 한 형태로 작용에서

파생됩니가시광선보다 짧지만 X선보다 깁니다. UV 복사는 햇빛에 존재하며 태양으로부터 출력되는 총 전자기

복사의 약 10%를 구성합니다. 또한 수은 램프, 태닝 램프 및 블랙 라이트와 같은 전기 아크 및 특수 조명에 의해

생성됩니다. 장파장 자외선은 광자가 원자를 이온화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온화 방사선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많은 물질이 빛나거나 형광을 발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UV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효과는 단순한 가열 효과보다 크며, UV 복사의 많은 실제 적용은 유기 분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파생됩니다.

단파 자외선은 DNA를 손상시키고 접촉하는 표면을 살균합니다. 인간의 경우, 선탠과 일광 화상은 피부암의 위험

증가와 함께 UV 광선에 피부가 노출되는 친숙한 효과입니다. 태양에 의해 생성되는 자외선의 양은 대부분의

빛이 대기에 의해 걸러지지 않는다면 지구가 건조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1nm 

미만의 보다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짧은 "극단적인" UV는 공기를 매우 강력하게 이온화하여 공기가 땅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자외선(특히 UVB)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지 척추동물에서 비타민 D 

형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4] 따라서 UV 스펙트럼은 생명에 이롭기도 하고 유해하기도 합니다.

인간 시력의 하한 파장 한계는 일반적으로 400nm로 간주되므로 자외선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이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곤충, 새 및 일부 포유류는 근자외선(NUV)을 볼 수

있습니다(즉,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짧은 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