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차 위해정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1. 회의 개요
1) 회의일자 : 2019. 8. 23.(금)
2) 장소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분쟁조정 회의실
3) 참석 위원 : 재적위원 14명 중 8명 서면결의
4) 상정안건

■ 심의안건
제1호 「위해정보 검증 및 조치결과 (LG 의류건조기 건)」
5) 소관부서 : 위해정보국

2. 회의 결과
o 안건 보고
- (조사배경)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①콘덴서에 먼
지가 축적되며, ②세척을 위해 상시 고여 있는 응축수가 오염돼 악취를 유발한다
는 내용의 언론 보도(‘19.7.4.) 및 CISS 위해정보 접수(7.8)
- (현장점검) 실사용 건조기 50개 대상 현장점검 실시 결과, 78%(39개)가 콘덴서 전면
면적 대비 ‘10% 미만’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10% 이상
20% 미만’ 7개(14%), ‘20% 이상 30% 미만’ 2개(4%), ‘30% 이상 40% 미만’
1개(2%), ‘50% 이상’ 1개(2%) 순이었음. 특히 대형건조기(14, 16kg 용량)가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해, 소형건조기(8, 9kg 용량)에 비해 전반적인 먼지 축적량이 많았
으며,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및 사용기간이 긴 경우, 먼지 쌓임 정도가 두드러졌음.
또한 콘덴서 하단에는 먼지가 침전된 물(세척에 활용된 잔류 응축수)이 상시 고여
있어 곰팡이 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음.
- (문제점 및 원인분석) 현장점검 결과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함.
자동세척 조건설정 및 먼지 유입 방지장치 등 콘덴서 먼지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했음. 자동세척에 활용된 잔존 세척수를 배출시키는 장치 등의 성능이 미흡해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및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음. 잔존 세척수 상존으로 인해 내부 금
속부품 부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시정권고) 콘덴서 먼지축적 및 응축수 잔류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①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 방지(콘덴서 세척 프로그램 개선, 필터 구조개선 및 전량 교체수리),

②제품 내 잔류하는 응축수 저감(건조기 내부 바닥 구조개선 및 전량 교체수리,
펌프커버 부품 구조개선 및 전량 교체수리), ③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가능
성(해당 부품 무상 교체수리 등 개별조치 실시, 10년 무상보증)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을 권고함.
- (공표방법) 언론보도
o 논의 결과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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