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청정 제품

AHAM AC-5 공기 청정기 시험

인터텍은 AHAM AC-5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AHAM이 승인한 시험소입니다.

개요

이전에 발표된 규격은 미립자(먼지, 꽃가루, 연기 등)와 같은 다양한 대기질 매개 변수를 다루지만, 공기 중의 미생물 활성 오염물을 다루는 규격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미립자를 사용하는

시험 규격으로는 효과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많은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은 공기 중의 미립자를 조사하지만 부유 입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5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병원체를 파괴하고 비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기술의 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외에도 제조업체에는 현재 AHAM 

AC-1 CADR 등급 외에 m-CADR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현재 시장에서 자사 제품과 다른 제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공기 정화 장치를 비활성화하고

공기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주요 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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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M에서는 실내 공기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실내 공기청정기 능력을 측정하는 최초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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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AM AC-5는 공기 중 병원체의 제거 및 비활성화

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공기 청정기 규

격 중 하나입니다. 인터텍은 이제 AC-1 CADR(Clean 

Air Delivery Rate) 등급 외에도 살균 기능이 있는 기

기에 대한 *m-CADR(Microbial Clean Air Delivery 

Rate) 등급을 제조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규격

AHAM AC-5는 제조업체에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제조업체, 미생물학자, 

시험소 및 대학)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 미생물 감소를 위한 규격화된 시험입니다. 현재 품질과 목적에 따라 다른 몇 가지 다른

자체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균 감소율에 대한 작은 설계 변경

의 영향을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등급입니다.

시험기준

m-CADR 등급은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며, 시험할 수 있는 미생물도 다양하며, m-

CADR이 제공됩니다. AC-5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ntertek.co.kr/itk040/)

• 세균 – 대장균 및 포도상구균 등

• 곰팡이 – A.brasiliensis 및 P.citrinum 등

• 바이러스 – Phi-X174, MS-2 등

미생물의 선택은 요구와 시장 전략으로 일부 유기체는 AC-5에 기록되지만, 다른 유기체

는 요청에 따라 AC-5 기준으로 시험될 수 있습니다.

적용제품
AC-5의 범위는 휴대용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위한 것이지만, 공기 중의 미생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시험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시려면 미국의

전기안전인증(ETL, UL등),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비강제), AHAM(가전협회인증, 비강제), 

CARB(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 강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증 사항과 함께

여러 공기청정기의 차별화와 홍보 전략을 위해

인터텍의 제로 오존 마크 부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오존 규제치

0.005ppm이하이면 인터텍의 오존 마크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인터텍은전기안전인증을위해 OSHA, 에너지및오존과

관련한시험을위해 EPA(energy star), AHAM, CARB로부터인정

받은공식지정시험인증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지현이사, Luichel.lee@intertek.com, 031-8069-3702)

* AHAM 기사 원문 : https://www.aham.org/AHAM/News/Latest_News/New_Air_Cleaner_Standard_Measures_Virus_Remova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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