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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불스원은

년 3월부터 ’18년 10월까지 생산된 ‘에어
테라피 멀티액션’ 공기청정기를 개선된 품질의 제품으로
무상 교환 조치하기로 했다.
‘17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해당 공기청정기를 사용
하던 중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꺼진 후 작동되지 않는
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내 과전압 차단장치가 없어 정격전압(5V)을
초과하는 전압이 입력될 경우 고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해당 제품은 본체와 시거잭 소켓, 마이크로 5핀 USB케이블로 구성돼 차량 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차량 내 가 아닌 일반 실내에서 출력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 등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부하 발생 및 이로 인한 부품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제품을 차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시거잭 소켓이 입력전압을 5V 내외로 유지

㈜불스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시중에 판매된 에어테라피 멀티

액션 전 제품을 과전압 차단장치가 추가된 후속모델 제품(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
으로 교환 조치하기로 했다.

·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스원 고객
만족센터(www.bullsone.com, 080-500-1479)를 통해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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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조사 배경

1

□ ㈜불스원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사용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꺼진 이후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 실시

조사 결과

2

□ (제품 특성) 차량전원을 통해 작동하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로, 제품 본체 및
시거잭 소켓, Micro 5pin USB케이블로 구성

ㅇ 차량 내 시거잭 전원에 꽂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케이블을

, USB

직접 휴대전화 충전기 및

PC

등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

<PC 연결>

<제품 구성>

<휴대전화 충전기 연결>

<제품 설명서>

□ (발생원인) 제품 내 과전압 차단장치가 없어 정격전압(5V)을 초과하는 전압이
입력될 경우 손상 우려 있음

ㅇ 차량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시거잭 소켓이 입력전압을
유지시켜 문제가 없으나,

5V

내외로

ㅇ 가정·사무실 등 실내에서 고속 고출력 충전기 등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부화
(

내부회로 과열) 발생 소지가 있어

(

)

기판 및 IC칩 손상 가능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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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기 조치사항)

년 10월부터 과전압 차단장치가 삽입된 후속모델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 판매 중

ㅇ 후속모델의 경우

□

이상의 전압 입력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돼 과부하 우려 낮음

사업자 시정조치

3

□

5.4V

‘18

(시정권고)

해당 제품이 사무실 등 차량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충전기 사용 등 환경에 따라 제품이 손상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스원에 대해 시정권고

㈜

(사업자

■
■
■

조치)

(조치대상)
(조치내용)
(조치방법)

㈜불스원은 상기 권고를 수용해 시정조치 계획 회신
<시정조치 계획 주요 내용>
’17.3월∼’18.10월 생산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제품 전부(총 93,257개)
개선된 제품(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으로 무상교환
사업자 홈페이지 내 해당내용 게시(팝업창,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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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교환 조치 안내 >

1. 대상 제품

- 조치대상 : 2017.3월∼2018.10월 생산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제품 전부(총 93,257개)
- 제조/판매사 : ㈜불스원
- 제품 사진

2. 조치 사유

- 제품 내에 과전압 차단장치가 없어 정격전압(5V)이 초과되는 전압이 입력될 경우
제품 손상 가능

3. 조치 방법

-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 제품으로 무상교환
-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불스원에 연락해 제품을 교환조치 받을 것

4. 문의처

- ㈜불스원(www.bullsone.com, 080-50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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