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보일러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KGS GC208)에 따라 
설치:시공바랍니다. 다만, 설치검사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설치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설치:시공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의 설치는 반드시 시공 자격이 있는 전문 시공자가 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바르고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설치 설명서를 잘 읽고 난 후 시공을 시작하세요. 설치 설명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하자는 설치자 책임입니다.
: 배기 및 급기 연통공사가 잘못되면 배기가스가 유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 됩니다.
: 배관 내 이물질이나 지하수를 난방수로 사용하여 생긴 침전물로 인한 보일러의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청소하여 주세요.
: 난방 배관 내에 부동액을 넣으면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넣지마세요.
: 설치:시공자는 노란색 시공 표지판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품 전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세요. 
  또한 설치:시공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본은 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제품 설치 완료 후에는 보일러 사용자에게 제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 설치 설명서는 보일러 사용자에게 돌려주세요.
: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KGS GC208)에 의거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급배기통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당사 지정품을 사용하시고 형상, 구조를 변경하지 마세요.
: 급배기통은 절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주름관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린나이 대리점, 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연장관 세트나 연장 엘보를 사용하세요.
: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 및 급배기통 간의 접속부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하고, 반드시 배기가스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세요. 
: 배기통을 추가 접속하여 연장할 경우 고정 위치로부터 매 900mm 마다 1개의 비율로 행거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세요.
: 배기통과 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고무링을 삽입한 후 충분히 밀어 넣어 기밀이 유지 
  되도록 하고, 내열 실리콘, 내열 실리콘 밴드(석고붕대 제외) 등으로 마감 조치를 한 후 반드시 배기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세요.
: 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나사 접속, 플랜지 접속, 리브 접속이 있고, 배기통과 배기통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나사 접속, 플랜지 접속, 클램프 접속, 연통일체형밴드 접속, 리브 접속이 있습니다.
: 보일러의 접합부와 배기통의 접합부는 접속 구경, 접합 방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 알루미늄 테이프, 석고붕대 등은 누설방지 및 이탈 방지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일산화탄소가스 중독사고 방지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설치 및 교체 시 배기연도는 반드시 신규로 설치하세요.
: 터미널(배기톱)이 풍압대 내에 설치될 경우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연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풍압대를 피해서 설치하세요.

풍압대
(바람이 불 때 건물벽의 
영향으로 대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
터미널(배기톱)

경고

           부: 빗물 및 이물질 등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전둘레에 
마감처리(무초산 실리콘)를 하세요.

           부(스토퍼 포함): 누설 및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둘레 마감처리
(클램프 및 내열 실리콘 등)를 하세요.

     부의 스토퍼를 항상 윗방향(수직)
으로 하세요.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엘보의 
삽입 깊이는 반드시 60mm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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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급배기식(FF식) 급배기통 관경

YKF-C75LAC 
(주) 용광

ø75 ø100 ø110 이상
JA75D4 (실내용 콘덴싱)

(주)장안기업

SSFF-C75R (리브 콘덴싱 실내용)
(주)신성금속

YKF-C75LA, YKF-C75SA
(주) 용광

접속구경
 (mm)

급배기 외경 

(mm)

관통용 벽구멍 

(mm)

급배기통 모델명

지정 장소 설치용 지정 장소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