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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배관 동결예방을 위해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한겨울에는 온수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온수 수도 꼭지를 열면 연소램프가 켜지며
잠시 후 온수가 나옵니다.















14.0kW(1.00kg/h)
20.9kW(1.50kg/h)

85.0*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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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85.1

86.1

18.3kW(1.31kg/h)
20.9kW(1.50k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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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라
KGS GC208의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설치 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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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급배기식(FF식)보일러를 지정 장소(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에 설치하는
강제 급배기식(FF식)보일러도 다음 ①또는 ②의 경우 외에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십시오.

경우에는 ①또는 ②의 경우와 같이 설치하십시오.
①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으로 하고,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조임식 또는 리브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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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초산 실리콘

(내열 실리콘 등)을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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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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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 실리콘 , 내열 실리콘 밴드(석고붕대 제외) 등으로 마감조치를 한 후
반드시 배기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배기통과 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내열 실리콘, 내열 실리콘 밴드
(석고붕대 제외)등으로 마감해 주십시오.
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나사 접속, 플랜지 접속, 리브 접속이 있고,
배기통과 배기통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나사 접속, 프랜지 접속, 클램프 접속, 연통
일체형 밴드 접속, 리브 접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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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배기톱) 개구부로 부터 600m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쳐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가가스가 누출
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없는 개구부가 없도록 하십시오.

터미널(배기톱)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250m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터미널(배기톱)개구부와의 이격거리

상방향 돌출물 간의 이격거리

터미널(배기톱)과 좌, 우 또는 상, 하에 설치된 돌출물 간의
이격거리는 1500m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터미널(배기톱)

웅덩이

양측면 돌출물

상, 하 방향의 돌출물

좌, 우 또는 상, 하에 설치된 돌출물 간의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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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통의 터미널(배기톱)

배기통의 터미널(배기톱)

배기통을 여러개 설치할 경우 배기가스가 급기구로 역류되지
않도록 배기통 이격거리를 좌, 우 300mm 이상, 
상,하 1500mm 이상거리를 두십시오.(FF식)
급기구로 배기가스가 재 유입되면 불완전연소의 원인이 되어
제품 수명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터미널(배기톱) 간의 유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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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75D4(리브 일반형)
(주) 장안기업

CS75C4GGB CS75C4GG
씨에스 산업(주)

YK-R75LNC YK-R75LN

지정 장소 설치용 지정 장소 외

   (주)용광

(강제급배기식 FF)

지정 장소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며 설치 시 지정 장소 설치용 연통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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