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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안전원은 공기안전 제품과 설비의 품질인증과

공기안전 산업 전문 인력양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공기안전연구소

인증센터

한국필터시험원

●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기안전 제품 및 설비 인증

●  실내공기질의 안전과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 

인증

●  우수한 공기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활동 및 관련 

업체 신기술 지원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기필터 및 공기정화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과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 및 검사 

실시

●  공기안전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전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

●  사회일반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기안전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직무 관련인에게 직무 능력 향상과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재단법인 한국공기안전원



인증제도(KOASI STANDARD)

공기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및 제품에 부착된 

공기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안전 인증마크
● 인증 평가 항목

  - 공기안전도 등급

  - 음압/양압성능

  - 여과성능

  - 환기량

  - 필터시스템의 누설/기밀성능

  - 여과부품

제품 건물

대피소공기가 안전한 집

“공기안전 제품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 합니다”

“화생방 및 원자력 

대피소의 공기정화 

시스템 공기처리성능을 

평가합니다”

“안전한 실내공기를 보장

하여 전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합니다”

 공기안전성 평가 및 인증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

인간의 생활공간 내 오염 분진들은 입경에서 수십 미크론부터 서브미크론(submicron)까지 다양한 크기

를 가진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물리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이들의 특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등 영향도 각기 다르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1㎛는 1,000분

의 1㎜) 이하의 미세한 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말하며,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이 초미세먼지에는 폐기능 저하, 암 유발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노출 기간 또는 수용

체의 건강 상황 등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치매나 호흡기 질환 등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고 입경이 큰 입자에 비해 표면적이 매우 

크므로 인체 장기에 쉽게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5㎛ 이상은 공기 중 체류시간이 짧거나 상기도의 섬모상

피에 걸러지면서 하기도 및 폐포에 도달하지 않지만, 5㎛ 이하는 폐포까지 침투 및 축적이 가능하다. 0.5

～1㎛의 경우 질량이 너무 작아 호흡과정에서 다시 배출되는 경향이 있으나, 0.5㎛ 이하는 브라운 운동

(Brownian motion)에 의해 오히려 폐포 내 축적이 증가한다.

결국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인 0.3㎛의 극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더욱 미세하여 건강

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필터를 포함하여 공기청정기의 성능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입경 0.3㎛급 극초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생활 냄새 등의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능력과 성능을 

정립해왔다.

현재 한국공기안전원의 인증제도(KOASI Standard)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와 대등한 0.3㎛ 극초미세입

자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은 환기량 평가와 검증된 필터를 

포함한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일반 실내와 같은 주거공간, 

사무실 및 지하상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 규정

과 성능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등급 각 단계별 등급에 따른 건강영향

AAA 매우 좋음
실내 공기질이 매우 청정한 상태로 미세입자에 대한 건강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

AA 좋음
실내 공기질이 청정한 상태로 일반인 및 공기오염 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을 수준

A 보통
실내 공기질이 준수한 상태로 일반인은 영향이 유발되지 않으며 

공기오염 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작은 수준

공기가 안전한 집 등급

「공기가 안전한 집」은 실외보다 실내가 최소 5배~20배 이상 깨끗한 공간으로 실내의 0.3㎛ 입자의 

극초미세먼지(담배연기보다 가는 입자)가 최소 5배~20배 이상 여과 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질이 나쁨 상태일 때에도 5배~20배 이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 더 안전한 실내공간에서 

숨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검증 받아야 합니다.

한국공기안전원에서 개발한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기준을 통해 

실내공간의 공기안전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이란?

● 주거공간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 다중이용시설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체육시설(체육관·강당), 

숙박시설, 도서관, 박물관, 의료시설(병원·수술실), 콘도, 

장례시설, 지하상가, 사무실, 역사, 공장, 휴게시설, 신축건물 등 

● 주거공간,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 대상은?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 절차는?

인증시험 계약체결 인증시험 계획수립

인증 결과보고서 작성 인증서 발급

인증시험 실시

환기량

공기청정도 등급 성능평가

(제품에 따라

 성능평가 항목 선택)

설계평가

(각종 법규 및

 구매시방서 기초)

 - 0.3㎛ 입자 저감비: 최소 5~20배 이상 

 - 법정환기량: 최소 100%~200% 이상 

 - 공기정화시스템 : 헤파필터 99.97% 이상의 검증품

공기가 안전한집 

인증 기준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 시설

시설명 공기안전빌딩

위치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8(삼태리)

용도 사무실 및 카페

체적 564.0㎥ (1F)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ACU-1700 / 1 / 170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1.51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851.64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301.42 %

입자[0.3㎛(2.5㎛)] 수
실외 206,900(14,384) 개

실내 9,429(  1,189)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21.94 배

등급 AAA (매우우수)

시설명 IBK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대촌동)

용도 다중이용시설(은행)

체적 490.0㎥ (1F)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ACU-1700 / 1 / 170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0.51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249.90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102.04 %

입자[0.3㎛(2.5㎛)] 수
실외 640,931(1,198) 개

실내 114,486(  194)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5.60 배

등급 A (양호)

시설명 포텍하우스(주)

위치 전남 장성군 남면 기안산길 ○○○-○○(월곡리)

용도 주거용 주택

체적 274.0㎥ (1~2F)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N-250 / 1 / 25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0.91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249.34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182.48 %

입자[0.3㎛(2.5㎛)] 수
실외 227,672(28,207) 개

실내 4,151(   672)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54.85 배

등급 AA (우수)

시설명 (한국공기안전원 내) 공기안전강의실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34 (오룡동)

용도 강의실

체적 180.0㎥ (개별공간)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ACU-1700 / 1 / 170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1.39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250.20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277.78 %

입자[0.3㎛(2.5㎛)] 수
실외 869,791(883) 개

실내 22,629(  22)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38.44 배

등급 AAA (매우우수)

제1호 공기안전빌딩

제3호 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

제2호 포텍하우스

제4호 공기안전강의실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 시설

시설명 공기안전트레일러

위치 (비이동시) 한국공기안전원 내 배치

용도 전시 및 대피소

체적 12.9㎥ (개별공간)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N-250 / 1 / 25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9.69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125.00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1,937.98 %

입자[0.3㎛(2.5㎛)] 수
실외 583,147(488) 개

실내 646(  21)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902.70 배

등급 AAA (매우우수)

제5호 공기안전트레일러

시설명 두원리 마을회관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2757-16(두원리)

용도 근린생활시설

체적 120.7㎥ (1F)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ACU-850 / 1 / 85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3.40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410.4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680.00 %

입자[0.3㎛(2.5㎛)] 수
실외 580,765(---) 개

실내 21,752(---)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26.70 배

등급 AAA (매우우수)

제7호 두원리마을회관

시설명 공기안전카페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송리4길 6-10 (신암리)

용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체적 516.6㎥ (2F)

환기설비(기종/대수/용량) ACU-2400H / 1 / 2400CMH

고성능 여과시스템 여부 (공인성적서 기준) 여

환기율 (SF6-Decay 기준) 2.32 회/h

환기량 (환기율 × 체적) 1,198.51 ㎥/h

환기성능 (0.5회/hr 기준) 464.58 %

입자[0.3㎛(2.5㎛)] 수
실외 353,406(1,808) 개

실내 854(   34) 개

공기안전도(ASL) (등급 기준) 413.82 배

등급 AAA (매우우수)

제6호 공기안전카페

실외공기보다 실내공기가 5배~20배 이상

깨끗한 공간에서 365일 숨쉬자!



조직도

이사장

 · 자문위원회

 · 개발심의위원회

 · 교육운영위원회

 · 평가·성과관리위원회

 · 시험관리위원회

 · 출제·감수위원회

 · 강사심사위원회

 · 총무팀

 · 기획팀

 · 홍보팀

 · 기술교육팀

 · 사업관리팀

 · 공기안전평가 기술

 · 공기안전설비 및 부품개발

 · 필터링 기술

 · 공기정화설비 기술

 · 공기질 시료채취 기술

공기안전연구소

 · 공기안전 평가사

 · 공기안전 유지관리사

 · 공기안전 지킴이

 · 원자력 공조기기

 ·  원자력 공기 및 가스

처리기

 ·  VAC자격

(LevelⅠⅡⅢ)

평생교육원

감사

 · HEPA / ULPA Filter

 · 고성능 공기정화기류

 · 공기안전설비 및 부품

 · 환기성능 평가

 · 공기안전 등급 평가

 · 공기가 안전한 집 평가

 · 원전 주제어실 거주성 평가

 · 활성탄/이온교환수지 평가

한국필터시험원

 · 품질인증

 · 인증서 발급

인증센터

위원회사무국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