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or Air Purification Technologies, Forecast to 2020
실내 공기정화 시장은 2020년까지 7.3%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로 확대되
고 약 240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1] 2016-2020 실내 공기정화 시장 예측

광촉매 산화에 기반한 필터가 없는 Airocide가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자율 공기청정 기술, 저비용 고효율 공기청정 기술이 시장의 주요
영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2] 2016-2020 실내 공기정화 시장 글로벌 동향

[그림-3] 대표적인 공기정화기술

[그림-4] 시장별 실내 공기정화 기술 점유율 분포

실내 공기정화 기술은 크게 8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필터기술이 주거시설,
상업시설, 헬스케어, 자동차 시장 등 넓은 영역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기술로 나타남.
필터방식은 0.3 μm 사이즈 입자에 대해 99.97% 제거효율(HEPA 필터)을
보이고 오존과 같은 부산물 생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주기적 필
터교체가 필요하고 전력 소모가 큼.
이온화된 와이어를 이용하여 오염입자에 전하를 발생시켜 포집하는 정전
기 필터의 경우 정기적 세척을 통해 유지보수로 비용이 절감 가능함.
100-280 nm 파장을 이용하는 UV 조사방법은 미생물 제거에 매우 유효하

나 높은 살균효과를 위해서는 오염된 공기를 UV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야 함.
광촉매 산화기술은 광촉매에 UV를 조사시켜 OH라디칼을 형성하며 탄소
기반의 오염물질과 미생물 등 다양한 오염원을 무해화 시킬 수 있음. 반
면 오존과 폼알데히드 생성 사례가 보고됨.
오존발생 기술은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나 오존의 유독성 때문에
재실자가 없는 공간에서 사용.
극성 매체 필터기술은 유전체 필터가 두 전극사이에 위치하여 극성을 띄
게되고 부유입자의 극성을 유도하여 포집됨.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0.3 μm 사이즈 입자를 97% 제거하여 HEPA 필터보다 낮은 효율을 보이
고 주기적 필터교체 필요함.
열소독 방식은 챔버를 200 ℃까지 가열함으로서 통과하는 오염공기를 소
독하게 되며 99%의 병원균 제거 가능. 공기 순환을 위한 팬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냄새 제거는 어려움.
흡착방식은 고체, 액체, 기체상의 오염물질이 흡착제 표면에 부착되어 제
거되는 방식이며 가스, 화학물질 및 냄새제거에 효율적이나 흡착량의 한
계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흡착제 교환 필요.
실내 공기정화기술 관련 기업으로 Akida Holdings LLC, Heaven Fresh,
Sharp사 등이 산화, 이온화, 융합청정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음. enVerid Systems, Stadler Form, PURGGO 사는
활성탄과 같은 흡착제를 이용한 정화방법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
음. 융합기술을 통한 저비용 다기능의 공기청정 기술 개발이 앞으로 시장
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는 대표기업으로는 Partnering
Robotics, Smart Air Filter, AiRazor Technologies Pte Ltd, Panasonic,
MayAir, Airfree, TIOKRAFT 사 등이 있음.
향후 5년 이내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유해한 부산물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이 시급히 요구되며 공기 청정기술은 알러지 및 천식 등의 증상을 소
극적으로 완화할 수 방안이지만 갈수록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
기 정화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