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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GC209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Installation/Inspection Code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Gas Boiler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 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 한다) 중 상업·산업용(주거용 이외인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및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및 다음 (1)부터 (3)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및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2) LPG,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기 또는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1.1.2 가스보일러의 용도가 1.1.1에 따른 상업·산업용인 경우라도, 70 ㎾ 이하이며 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은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을 따른다.
표 1.1 보일러 설치 장소 및 형태별 적용 기준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

단독배기방식
캐스케이드방식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단독배기방식(70 ㎾ 이하)
단독배기방식(70 ㎾ 초과)
캐스케이드방식
공동배기방식(공동이음연통)

적용기준
KGS GC208
KGS GC209
KGS GC208
KGS GC209
KGS GC208
KGS GC209
KGS GC209
KGS GC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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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열매체를 온수로 사용하지 않는 스팀보일러 등은 제외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제17조의5제2항 및 액법 제45조의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20-5호, 2020년 7월 17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2호, 2021년 1월 12일)을 받은 것으로 도법 제17조의5제1항
및 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도법 제17조의5제4항 및 액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법 시행규칙」별표7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0 제1호,제2호,제3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8.8.10>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연통(flue pipe)”이란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관으로서, 배기통, 이음연통, 캐스케
이드연통, 연돌, 금속 이중관형 연돌 등을 말한다. <개정 18.8.10>
1.3.1.1“배기통(vent)”이란 가스보일러를 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가스보일러에서 나오
는 배기가스를 이음연통이나 연돌을 거치지 않고 가스보일러에서 건축물 바깥으로 직접 배출하는 연통을
말한다.
1.3.1.2 “이음연통(connecting flue pipe)”이란 배기가스 연통(캐스케이드연통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보일러(비상용 발전기,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다) 출구에서 공동이음연통,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 입구 또는 터미널까지로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개정 18.8.10>
1.3.1.3 “공동이음연통(common connecting flue pipe)”이란 각각의 이음연통(캐스케이드연통은
제외한다) 2개를 공동으로 연결하는, 각각의 이음연통 출구에서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 입구 또는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개정 18.8.10>
1.3.1.4“캐스케이드연통(cascade flue pipe)”이란 동일공간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캐스케이드용 가스보
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까지 이송하거나 건축물 바깥으로 직접 배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통(2개 이상의 캐스케이드연통을 Y자형 등으로 통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가스보일러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산자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제조하거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을 가진 재료(플라스틱을 포함한다)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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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연돌(chimney)”이란 연소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18.8.10>
1.3.1.6“금속 이중관형 연돌(metallic duplex tube type chimney)”이란 연소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금속재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된,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3.2“배기시스템(venting system)”이란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가스보일러 부속품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통을 말한다.
1.3.3“터미널(terminal)”이란 배기가스를 건축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1.3.4“라이너(liner)”란 표면이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벽을 말한다.
<개정 18.8.10>

그림 1.3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시공 예

1.3.5 “역류방지장치”란 캐스케이드용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캐스케이드용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구조 및 성능이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G1.1, G2.1, G2.2, KGS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의 G1.1, G2.1, G2.2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검사 기준)의 D1.1, D2.1, D2.2에 적합한 것 <개정 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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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보일러와 함께 배기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연소기의 경우에는 중력에 따라 작동하거나 전기로
작동[정전 시 닫힌(Fail-Safe) 상태로 되어야 한다]하는 것
1.3.6 “접근 가능(accessible)”이란 검사, 유지관리 또는 수리를 위하여, 연돌이나 건축물의 구조물
또는 마감재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연장으로 문, 패널 또는 덮개를 제거함으로써
노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3.7“은폐된(concealed)”이란 연돌이나 건축물의 구조물 또는 마감재를 손상하거나,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검사, 유지관리 또는 수리를 위하여 노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4 기준의 준용(내용 없음)
1.5 경과조치 <개정 17.9.29>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록 D 또는 부록 E, 부록 G, 부록
H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 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1.5.1 도시가스 사용시설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17.9.29>
1.5.1.1 1993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를 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는 부록 D를 따른다.1)
1.5.1.2 1994년 4월 30일 이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한 보일
러의 경우에는 E3.2.4를 적용하지 않는다.2)
1.5.1.2.1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기팬
(1-1) 배기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인 것으로 한다.
(1-2) 배기팬은 보일러 사용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1-3) 정전 또는 배기팬 고장시에는 가스를 차단하는 구조인 것으로 한다.
(1-4) 가스의 차단장치는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이
거나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될 경우 생 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5) 배기팬의 능력은 가스소비량 1 000 kcal/h당 20 ℃에서 3 ㎡/h 이상일 것. 다만, 이때 배
기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압력은 배기통의 저항과 배기통 주변의 풍압이상인 것으로 한다.
(1-6) 자연배기식 급·배기설비 중 보일러의 배기통에 부착되는 배기팬의 성능은 보일러의 연소
및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8호(1993. 11. 8) 부칙 제2호(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2)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8호(1993. 11. 8)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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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통
(2-1) 배기통의 구경은 배기팬의 능력이상인 것으로 한다.
(2-2) 배기통의 수평부는 경사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 배기통 톱에는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3) 급기구
(3-1) 급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 급기구는 옥외 또는 현관등 통기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고, 배기통 톱으로부터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 한다.
1.5.1.3 E2.13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17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1) 다만, 노후 등으로 배기통
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배기통을 사용한다.
1.5.1.4 2002년 3월 9일 이전 설치된 강제급`·배기식 보일러는 E4.3.1에 불구하고 다음 규정을
따른다.2)
(1) E4.2.1.1부터 E4.2.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5.1.5 E2.4는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3)
1.5.1.6 E2.17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4)
1.5.1.7 보일러의 복합배기통 방식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6일 이전에 검사나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은 E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17.9.29>
1.5.2.1 1993년 11월 28일 이전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는 부록 H에 불구하고 부록 G에 따른다.5)
1.5.2.2 1994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H1.3.2.4를 적용하지 않는다.6)

1)
2)
3)
4)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30호(1998. 5. 7) 제5-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1호(2002. 3. 9) 제4-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 제4-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5호(2005. 8. 3)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상공자원부고시 제93-98호(1993년 11월 8일) 제6-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상공자원부고시 제93-98호(1993년 11월 8일) 제6-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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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18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는 H.1.2.12를 적용하지 않는다.1)
1.5.2.4 1999년 3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보일러는 H1.3.1.4 및 H1.4.2.1의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2)
1.5.2.5 2003년 8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보일러는 H1.2.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3)
1.5.2.6 2005년 3월 8일 이전에 허가·검사 또는 기술검토를 받았거나 설치한 시설은 H1.1 및 H1.2.4의
개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다.4)
1.5.2.6.1 적용범위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6.2 전용보일러실에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는다.
1.5.2.7 2007년 2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보일러는 H1.2.4 및 H1.2.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5)
1.5.2.8 2006년 10월 31일 이전에 허가·검사를 받은 시설 또는 설치한 시설은 H1.2.4 및 H1.2.16의
개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다.6)
1.5.2.8.1 가스보일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
이 유지되도록 한다.
1.5.2.9 보일러의 복합배기통 방식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6일 이전에 검사나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은 H1.3.2의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2.10 기화장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6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H1.2.10의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2.11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6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H1.2.10의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
2)
3)
4)
5)
6)

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2호(1999년 1월 30일) 제6-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3호(2003년 5월 27일) 제6-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6호(2005년 3월 8일)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6호(2005년 3월 8일) 제6-2-7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9호(2006년 10월 31일) 제6-2-8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9호(2006년 10월 31일) 제6-2-8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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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2 배관 설치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6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H1.2.10의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3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20.3.18, 개정 20.9.4>
1.5.3.1 2.1.4.1의 개정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표지판은 2.1.4.1의 개정기준 시행
일로부터 6개월간 2.1.4.1의 기준에 의한 시공표지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5.3.2 2.1.4.1 및 2.1.4.2의 개정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는 2.1.4.1 및 2.1.4.2의 개정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2.1.4.1 및 2.1.4.2의 기준에 의한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9.4>
1.5.4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20.9.4>
1.5.4.1 액화석유가스용 보일러는 액법 시행규칙 시행일(20.8.5)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
일러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2.1.3.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1.5.4.2 도시가스용 보일러는 도법 시행규칙 시행일(20.8.25)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2.1.3.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1.1.12>
1.5.4.3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2.1.3.16의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는 2021년 8월 4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시설기준

2.1 일반요구사항
2.1.1 재료
2.1.1.1 배기통, 이음연통 및 공동이음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
성이 있는 것(콘덴싱보일러의 연통의 경우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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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 플라스틱 재료
(1) 플라스틱 재료는 기계적, 화학적 및 열적 부하에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은 부록 A에 따른 열적,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으로 하고, 부록 B에서 요구하는 플라스틱 재료의 성능인증 요구 주요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 재료의 내열 등급은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시한 온도 등급 이상으로 한다.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
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규격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2.1.1.3 가스보일러에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1.1.4 라이너의 재료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1.2 구조
2.1.2.1 배기시스템의 배기력은 배기가스를 외기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한다.
2.1.2.2 배기시스템의 배기력은 가스보일러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한다.
2.1.2.3 강제배기시스템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자동으로 작동되는 연소기가 설치된 강제배기시스템의 경우, 그 배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연료가 연소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강제배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건축물에 설치된 다른 연소기의 기능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연소 배기가스가 다른 연소기를 통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1.2.4 운전 중 양압이 걸리는 강제배기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기밀을 유지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한다.
2.1.2.5 연통의 터미널에는 새 ․ 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직경 1.6 ㎝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2.1.3 설치방법
2.1.3.1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2.1.3.2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1) <개정 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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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 터미널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
보다 높게 한다. <개정 18.8.10>
(2)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 m 이상 높게 한다. <개정 18.8.10>
2.1.3.3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1.3.4 차폐조치는 다음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로서 표면이 사람 또는 가연성 물질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불연성 재료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조치를 한다. <개정 18.8.10>
(2)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과 (1)에 따라 차폐조치를 한 부분과의 간격은 배기가스의 온도가
500℃ 미만인 연돌 및 금속이중관형 연돌의 경우에는 0.05m 이상, 500℃ 이상인 연돌 및 금속이중관형
연돌의 경우에는 0.1m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돌 및 금속이중관형 연돌제조자가 별도의 기준을 시공지침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지침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8.8.10>
2.1.3.5 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2.1.3.6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7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2.1.3.8 연통의 터미널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 연돌에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연돌의 단면적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18.8.10>
2.1.3.9 가스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가스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피구 직상부로
한다.
2.1.3.10 가스보일러 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연통 접속부의 호칭지름 이상인 것(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이하인 것)으로 하며, 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18.8.10>
2.1.3.11 가스보일러에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은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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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 가스보일러실내에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안전장치(과전류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열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1.3.1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1.3.14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하는 전용보일러실로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급기구 및 환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상부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높게 하되, 가스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위치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4)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3.15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에는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인해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3.18>
2.1.3.16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9.4>
(1)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액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2.1.3.16.1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을 설치한다.
2.1.3.16.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1)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1-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2) (1-1)에도 불구하고,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 m를 초과할 때에
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2-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

10

KGS GC209

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 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이하 “수신부”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2-1)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 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
다.
(2-2-2)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한다. 다만, 수신부를 안전관리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인
곳
(3-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3-4)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2.1.3.16.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개수
(1) 단독형 경보기
(1-1)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
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접하는 객실에 추가로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1-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단독형 경보기
의 설치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2-1) 그림 2.1.3.16.3(1-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 이
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그림 2.1.3.16.3(1-2-1)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된 예
(1-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한다.
(1-2-2-1) 그림 2.1.3.16.3(1-2-2-1)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
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2-1)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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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6.3(1-2-2-1)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된
예
(1-2-2-2) 그림 2.1.3.16.3(1-2-2-2)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
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단독형 경
보기 설치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한다.

그림 2.1.3.16.3(1-2-2-2)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된
예
(2) 분리형 경보기
(2-1) 탐지부는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개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연돌 또는 금
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접하는 객실에 추가로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탐지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2-1) 그림 2.1.3.16.3(1-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 이
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탐지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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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그림 2.1.3.16.3(1-2-2-1)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
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2-1)에 따라 설치한다.
(2-2-2-2) 그림 2.1.3.16.3(1-2-2-2)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
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탐지부 설치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한다.
2.1.4 그 밖의 기준
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개정 20.3.18>
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서식 2.1.4.2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3.18>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서식 2.1.4.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개정 20.3.18, 20.9.4>
시

공

표

지

판

명칭또는상호
시

시공자등록번호

공
자

사무소소재지
시공관리자성명

(전화번호)

제조자명
보
일

모델명및기종

러
제조번호
연

제조자명

돌
(별도
시공시)
시

제조년월
A/S 연 락 처
설치기준적합여부

공
내

시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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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일산화탄소 경보기
A/S 전화번호

역
특기사항
※ 유의 사항

1.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 제44조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및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서 정한 공급자 의무에 따라 가스보일
러의 시공내용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 확인 및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규격) 0.12 m×0.09m 이상
◦ (재료) 100 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서식 2.1.4.2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 <개정 20.3.18, 20.9.4>

제

호

가스보일러설치․시공및보험가입확인서
사

①성

명

용

②주

소

자

④ 건축물소재지

시

⑤ 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호

공

⑦대

⑧ 생년월일

자

⑨ 사무소소재지

건

⑩분

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⑪규

모

건축면적( ), 난방면적( ), ( 평형) ( 세대) ( 층수)

표

③ 생년월일
(전 화)

자

(전 화)
)

축
물

(
)

보온
일수
러기

14

⑫제조자명

⑬ 제조번호

⑭모 델 명

⑮ 급·배기방식

사용가스종류

시

배기통재료

공

보 일 러 설 치 장 소

내

시공년월일

난방출력/가스소비
량
배 기 통

높이: m, 직경 : m

전용보일러실,기타(
년

월

일

)

KGS GC209

역

□ 적합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 부적합
□ 없음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막힘 여부

□ 있음
□ 없음

가스누출여부

□ 있음
□ 정상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 비정상

시
공

□ 적합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

□ 부적합

·
확

□ 실시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 미실시

인
사

□ 적합

연돌 기밀 확인 여부

항

□ 부적합
□ 적합

⑴ 설치 여부

□ 부적합
□ 보일러 제조사

일산화탄소 경보기 적정 설치 여부

제공
⑵ 제공주체

□ 사용자 별도 구
매
□ 기설치

㉚ 그 밖의 특이사항
KGS GC209 2.1.4.2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상기 시공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 발생 시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제5항 또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공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

2.2 이음연통
2.2.1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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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이음연통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것
(2) 연소기에서 생성되는 배기가스의 응축수, 압력 및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
(3) 외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두께를 가진 것
2.2.1.2 금속재 이음연통의 재료는 표 2.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음연통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외부관은 알루미늄 도금 강판(aluminized steel)으로 할 수 있다.
표 2.2.1.2 금속재 이음연통의 재료
구분
단일관 구조

이

내부관

재료
․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인
금속재료
․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인
금속재료

중
관
구
조

․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인
외부관

금속재료
․ 다만, 이음연통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알루미늄 도금강판 사용 가능

2.2.1.3 금속재 이음연통의 두께는 표 2.2.1.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2.1.3 금속재 이음연통의 두께
단위 : ㎜
이중관 구조
지름

단일관 구조
(KS D 3698)

외부관
내부관
(KS D 3698)

KS D 3698

알루미늄 도금강판
(aluminized steel)

1,000 미만

0.8 이상

0.8 이상

0.6 이상

0.8 이상

1,000 ~ 1,500

1.2 이상

1.2 이상

0.8 이상

0.8 이상

1,500 ∼ 2,400

1.5 이상

1.5 이상
1.2 이상

1.2 이상

2,400 초과

2 이상

2 이상

2.2.2 구조
2.2.2.1 이음연통의 구조는 가능한 한 짧고 곧게 하고, 연소기는 가능한 한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가깝게 설치한다. <개정 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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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이음연통의 유효 단면적은 연소기 배기구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기법에 따라
설계된 배기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2.2.3 이음연통과 가연성 물질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이음연통과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가연성물질 사이의 이격거리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500℃ 미만인
이음연통의 경우에는 0.45m 이상, 배기가스의 온도가 500℃ 이상인 이음연통의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한다.
(2) 가연성 물질에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1)에 따른 이격거리를 감축할 수
있다.
(2-1)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0.45 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표 2.2.2.3에서
제시하는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 ‘최소 이격거리’까지 이격거리를 감축할
수 있다.
(2-2) 45 ㎝ 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표 2.2.2.3에서 제시하는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른 ‘최대 이격거리 감축률’에 따라 허용가능 이격거리를 계산한다.
(2-3) 스페이서(spacer) 및 버팀대(tie)는 불연성의 물질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4) 단일관 이음연통과 차폐용으로 사용되는 조적벽 사이에는 13 ㎜ 이상의 환기공간을 확보한다.
(2-5) 이음연통과 보호조치용 구조물 사이에는 2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1) A :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의 이격거리
(2) B : 보호조치를 한 상태의 감축된 이격거리
(3)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에 각 방향으로 C의 값이 A의 값과 같아질 정도로 충분히 보호조치를
한다.

그림 2.2.2.3 가연성 구조물의 보호조치와 이격거리

표 2.2.2.3 보호조치에 따른 감축가능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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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격거리 감축율(%)
보호조치의 구분

두께 90 ㎜ 이상의 조적벽을 환기공간이 없이
설치한 경우

최소 이격거리 (㎝)

벽 보호

천장 보호

벽 보호

천장 보호

조치의 경우

조치의 경우

조치의 경우

조치의 경우

30

-

30

-

50

30

23

30

60

50

15

23

60

-

15

-

60

50

15

23

60

50

15

23

60

50

15

23

60

50

15

23

두께 25 ㎜ 이상의 유리섬유 또는 암면 배트
(batts)를 붙인 두께 12㎜ 이상의 불연성 단열판
을 환기공간 없이 설치한 경우
와이어로 보강한 두께 25 ㎜ 이상의 유리섬유
또는 암면 배트(batts)를 붙인 두께 24게이지
(0.61 ㎜) 이상의 판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보호조치용 구조물을 환기공간을 두고 설치한
경우
두께 90 ㎜ 이상의 조적벽을 환기공간을 두고
설치한 경우
두께 24게이지(0.61 ㎜) 이상의 판금을 환기공
간을 두고 설치한 경우
두께 12.7㎜ 이상의 불연성 단열판을 환기공간
을 두고 설치한 경우
이중판금(두께 24게이지(0.61㎜) 이상의 판금
2장 사이에 환기공간을 둔 것)을 환기공간을 두고
설치한 경우
이중판금(두께 24게이지(0.61㎜) 이상의 판금
2장 사이에 25.4㎜의 유리섬유 또는 미네랄 울
배트(batts)를 넣은 것)을 환기공간을 두고 설치
한 경우

2.2.2.4 이격거리 감축을 위한 보호조치용 구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이격거리는 보호조치용 구조물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이음연통의 외부 표면에서 가연성 물질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
(2) 보호조치용 구조물은 이음연통 접근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2.2.2.5 가연성 벽과 그 벽의 보호조치용 구조물 사이의 공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환기가
되도록 한다.
(1) 보호조치용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장자리가 보호대상 벽으로부터 25㎜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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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조치용 구조물을 벽 모서리에서 떨어진 편평한 보호대상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쪽과
위쪽 가장자리 또는 옆쪽과 위쪽 가장자리가 보호대상 벽으로부터 25 ㎜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3) 보호조치용 구조물을 보호대상 벽 모서리 부분에 두 개의 벽을 보호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및 위쪽 가장자리가 보호대상 벽으로부터 25 ㎜ 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2.2.2.6 이음연통의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한다.
2.2.2.7 이음연통을 이중관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 이음연통은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분하고, 관 사이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내부관과 외부관의
간격이 2.5 ㎝ 이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2) 이음연통의 내부관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1) 내부관의 길이이음매는 용접으로 접합한다.
(2-2) 내부관과 내부관의 원주이음매는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한 후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클램프식 등으로 체결한다.
2.2.2.8 이음연통 내의 배기가스 유속은 8 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2.2.3 설치방법
2.2.3.1 이음연통은 원칙적으로 마루, 천장 또는 방화벽이나 방화파티션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음연통이 바닥 및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그림 2.2.3.1과 같이 방화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조치를 한다.

그림 2.2.3.1 방화조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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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배기시스템에는 배기가스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댐퍼, 연료절약장치,
열회수장치 및 열교환장치를 포함하여 배기시스템의 배기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2.3.3 이음연통은 판금용나사(sheet metal screw), 리벳 또는 그 밖의 검증된 방법으로 지지하고
체결한다.
2.2.3.4 이음연통의 모든 부분은 검사, 청소 및 교체 작업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2.2.3.5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와 액체연료용 연소기를 각각의 접속구를 통하여 하나의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거나, 하나의 접속구를 통하여 하나의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할 수 있다. <개정 18.8.10>
(1) 각 연소기의 안전한 연소와 연소생성물의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 충분한 배기력이 확보되는 경우
(2) 연결된 연소기에는 역류방지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모든 연소기가 하나의 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2.3.6 하나의 연돌 및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2개 이상의 접속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개정 18.8.10>
(1) 접속구의 높이가 서로 다를 것
(2) 상부 여유공간 또는 가연성 물질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은 이음연통의 접속구를 높은 곳에 배치하고, 그 온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이음연통의
접속구를 높은 곳에 배치할 것
2.2.3.7 이음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2.2.3.8 이음연통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2.3.9 이음연통은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건축물 구조상 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음연통의 길이 10 m 마다 1개 이상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내 밀폐된 배기전용
구조물에 이음연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2.3.10 이음연통을 사람이 거주하는 실의 벽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벽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그 실의 벽의 내부를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2.2.3.11 이음연통의 터미널의 상·하·주위 0.6 m(방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 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신설 18.8.10>
2.2.3.12 이음연통의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신설 18.8.10>
2.2.3.13 이음연통의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신설 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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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4 이음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8.8.10>
2.2.4 그 밖의 기준 (내용 없음)

2.3 캐스케이드연통
2.3.1 적용대상
캐스케이드연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캐스케이드연통을 설치할
수 있다.
(1-1)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중앙난방용, 경로당 및 관리실 난방용,
공동샤워장용, 기타 부대시설용 <개정 17.9.29>
(1-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객실 난방 및 급탕용
(1-3) 대규모 주택용(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2) 가동 및 정지 중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3) 개별 표시가스소비량이 232.6 ㎾ 이하인 가스보일러 중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라 캐스케이드연통용
가스보일러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 17.9.29>
(4)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하는 연소기를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 동일한 제조사가 제조한 가스보일러를 제조사가 제시하는 대수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17.9.29>
2.3.2 재료
캐스케이드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3 구조
2.3.3.1 가스보일러와 캐스케이드연통을 연결하는 연통 부분(이하 “단독부”라 한다)의 단면적은 가스보
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캐스케이드연통 부분(이하 “공용부”라 한다)의 단면적은 각
단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로서 2.5.3.6에 따라 캐스케이드연
통의 배기통풍력이 배기통풍저항을 초과하도록 단면적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7.9.29>
2.3.3.2 캐스케이드연통의 최대길이(터미널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가스보일러까지의 연통의 길이)는 캐스케
이드연통에 접속되는 개별 가스보일러의 연통의 최대길이(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제시하는) 중 가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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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다. <개정 17.9.29>
2.3.3.3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5분 이상 연막을 주입하는 시험으로 캐스케이드연통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신설 17.9.29>
(1)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kW 초과 232.6 kW 이하인 가스보일러를 연결하는 경우
(2)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가스보일러를 6대 초과하여 연결하는 경우
2.3.4 설치방법
2.3.4.1 단독부는 0.4 m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속한다.
2.3.4.2 단독부를 공용부에 접속하는 접속부 간의 거리는 그림 2.3.4.2와 같이 0.25 m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의 내경은 공용부의 외경과 동일한 구경의 것으로 한다.

그림 2.3.4.2 캐스케이드 연통의 설치 예
2.3.4.3 케스케이드 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8.8.10>
2.3.4.4 공용부에 연결하는 단독부의 접속구는 서로 마주보는 곳에 배치하지 않는다. <신설 18.8.10>
2.3.4.5 캐스케이드 연통의 터미널의 상·하·주위 0.6 m(방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 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신설 18.8.10>
2.3.4.6 캐스케이드 연통의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신설 18.8.10>

22

KGS GC209

2.3.4.7 케스케이드 연통의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신설 18.8.10>
2.3.5 그 밖의 기준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는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결하지 않는다.

2.4 공동이음연통
2.4.1 적용대상
2.4.1.1 공동이음연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주거용 이외의 경우
(2)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3) 동일 실내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경우
(4) 캐스케이드용이 아닌 것으로서 보일러 2대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 17.9.29>
2.4.2 재료
2.4.2.1 공동이음연통의 재료는 2.2.1을 따른다. 이 경우 각 조항의 ‘이음연통’은 ‘공동이음연통’으로
본다.
2.4.3 구조
2.4.3.1 가스보일러와 공동이음연통을 연결하는 연통 부분(이하 “단독부”라 한다)의 단면적은 가스보일
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공동이음연통 부분(이하 “공용부”라 한다)의 단면적은 각 단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4.3.2 그 외의 기준은 2.2.2를 따른다. 이 경우 각 조항의 ‘이음연통’은 ‘공동이음연통’으로
본다.
2.4.4 설치방법
2.4.4.1 단독부는 0.4 m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속한다.
2.4.4.2 단독부를 공용부에 접속하는 접속부간의 거리는 그림 2.4.4.2①과 같이 0.5 m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의 외경과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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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2① 공동이음연통의 설치 예
(S : 각 단독부 단면적의 합계)
2.4.4.3 연통 터미널의 전방·측변·상하주위 0.6 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0.3 m) 이내에는 가연물이
없도록 한다.
2.4.4.4 연통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4.4.5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공동이음연통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2.4.4.6 그 외의 기준은 2.2.3을 따른다. 이 경우 각 조항의 ‘이음연통’은 ‘공동이음연통’으로
본다.
2.4.5 그 밖의 기준
2.4.5.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는다.

2.5 금속 이중관형 연돌
2.5.1 적용대상
2.5.1.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을 설치할
수 있다.
(1-1)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중앙난방용, 경로당 및 관리실 난방용,
공동샤워장용
(1-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객실 난방 및 급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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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규모 주택용(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2)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 이중관 구조로 제조하고, 2013년 12월 18일 이후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것 및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가동 및 정지 중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된 다음의 연소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3-1)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라 캐스케이드연통용 가스보일러로 설계단계검
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17.9.29>
(3-2) 흡수식냉온수기
(3-3) 연료전지
(3-4) 비상용발전기
(3-5) 다기능보일러

2.5.2 재료
2.5.2.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금속재료는 표 2.5.2.1과 같다. 다만, 그 금속 이중관형 연돌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외부관은 알루미늄 도금 강판(aluminized steel)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5.2.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금속재료
구분
내부관

재료
․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인
금속재료
․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인

외부관

금속재료
․ 다만, 금속 이중관형 연돌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알루미늄 도금강판 사용 가능

2.5.2.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금속재료 두께는 표 2.5.2.2와 같다.
표 2.5.2.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금속재료 두께
단위 : ㎜
외부관
지름

1,000 미만

내부관
(KS D 3698)

0.8 이상

KS D 3698
0.6 이상

알루미늄 도금강판
(aluminized steel)
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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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500

1.2 이상

1,500 ∼ 2,400

1.5 이상

2,400 초과

2 이상

0.8 이상

0.8 이상

1.2 이상

1.2 이상

2.5.3 구조
2.5.3.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한다.

그림 2.5.3.2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 및 외부관 연결시공 예
2.5.3.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분하고, 관 사이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내부관과
외부관 간격이 25 ㎜ 이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내부관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1) 내부관의 길이이음매는 용접으로 접합한다.
(2-2) 내부관과 내부관의 원주이음매는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한 후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클램프식 등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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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3-1) 외부관의 길이이음매는 용접으로 접합한다.
(3-2) 외부관과 외부관의 연결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클램프식 등으로 체결하여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5.3.3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의 배기가스 유속은 8 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2.5.3.4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2.5.3.5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은 덮개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3.6 다음 계산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 이중관형 연돌 및 캐스케이드연통의 배기통풍력
(PH+PHC+PW)은 배기 통풍저항(PR+PB+PC+PF)을 초과하도록 한다. 다만, 가스보일러와 비상용 발전기
가 동시에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연소기에서 비상용 발전기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7.9.29>

PR+PB+PC+PF < PH+PHC+PW
여기에서,
PR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저항(㎩) (부록 C 참조)
PB : 급기부 저항(㎩) (부록 C 참조)
P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통풍저항(㎩) (부록 C 참조)
PF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통풍저항(㎩) (부록 C 참조)
PH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력(㎩) (부록 C 참조)
PH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통풍력(㎩) (부록 C 참조)
PW : 연소기의 통풍력(㎩) (부록 C 참조)
2.5.3.7 다음에 따라 산정된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 및 캐스케이드연통의 안지름은 2.5.3.6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17.9.29>
(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내부관의 안지름 <신설 17.9.29>

 


 ×  ×  × 

 × × × ×











여기에서,
Dh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내부관의 안지름(m)
Q : 최대가스소비량(㎾)
N : 가스보일러 수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 (부록 C 참조)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 (부록 C 참조)
  : 가스보일러의 효율
 :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부록 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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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 배기가스의 평균속도(㎧) (부록 C 참조)
2) 캐스케이드연통의 안지름 <신설 17.9.29>

 


 ×  ×  × 

 × × × ×











여기에서,
DhC : 캐스케이드연통의 안지름(m)
Q : 최대가스소비량(㎾)
N : 가스보일러 수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 (부록 C 참조)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 (부록 C 참조)
  : 가스보일러의 효율
  : 캐스케이드연통 내 배기가스의 평균 밀도(㎏/m3) (부록 C 참조)
VmC : 캐스케이드연통 내 배기가스의 평균 속도(㎧) (부록 C 참조)
2.5.3.8 가스보일러를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기 전에는 5분 동안 연막을 주입하는 시험으로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5.3.9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강제배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연소기의 기능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연막시험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 이 시험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배기장치와 함께 실시한다.
2.5.4 설치방법
2.5.4.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성능인증기준 또는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의 온도조건 및 압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5.4.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건축물의 가연성 바닥 및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다음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다.
(1) 4층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지는
방화구조물로 보호한다.
(2)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지는
방화구조물로 보호한다.
2.5.4.3 금속 이중관형 연돌 최하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2.5.4.4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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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연결부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연결부분은 용접으로
접합한다.
2.5.4.6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5.4.7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2.5.4.8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의 상·하·주위 0.6m(방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2.5.4.9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5.4.10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바닥 및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그림 2.2.3.1과 같은 방화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조치를 한다.
2.5.4.1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건축물 형태 및 구조상
굴곡이 있는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굴곡각도를 90 ° 이하로 하고, 각도에 따른 형상저항계수
값을 표 2.5.4.11에 따른 값으로 한다.
표 2.5.4.11 각도별 형상저항계수
각도

저항계수 값

10 °

0.1

30 °

0.2

45 °

0.3

60 °

0.5

90 °

1.2

2.5.4.1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자기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고정 최대지지간격은
표 2.5.4.12와 같이 한다.
표 2.5.4.12 금속 이중관형 연돌 지름별 지지간격
내부관 지름(㎜)

지지 간격(m)

2,000 이하

8 이하

2,000 초과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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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3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2.5.4.14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는 연통의 접속구는 서로 마주보는 곳에 배치하지 않는다.
2.5.4.15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는 연통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은 연통의
접속구를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배치한다.
2.5.4.16 금속 이중관형 연돌과 캐스케이드연통 또는 이음연통과의 연결부분의 접합방법은 용접으로
한다. 다만,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라 접합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8.8.10>
2.5.4.17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터미널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2.5.4.18 금속 이중관형 연돌은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건축물 구조상 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10 m 마다 1개 이상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내 밀폐된 배기전용
구조물에 금속 이중관형 연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5.4.19 금속 이중관형 연돌 최하부에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취기를 설치한다.

2.6 연돌
2.6.1 재료 (내용 없음)
2.6.2 구조
2.6.2.1 배기통 및 이음연통의 유효단면적은 가스보일러 배기통 및 이음연통 접속부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6.2.2 연돌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A = Q ×0.6 ×K×F +P
여기에서
A : 연돌의 유효단면적(㎟)
Q : 가스보일러의 가스소비량 합계(㎉/h)
K : 형상계수 [표 2.6.2.2①]
F : 가스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2.6.2.2②]
P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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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2① 형상계수
내부면이 원형일때

1.0

내부면이 정사각형일때

1.3

내부면이 직사각형일때

1.4

표 2.6.2.2② 가스보일러의 동시사용율
가스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가스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1

1.00

12

0.80

2

1.00

13

0.80

3

1.00

14

0.79

4

0.95

15

0.79

5

0.92

16

0.78

6

0.89

17

0.78

7

0.87

18

0.77

8

0.84

19

0.76

9

0.82

20

0.76

10

0.81

21이상

0.75

11

0.80

2.6.2.3 연돌의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부족한 유효단면적 이상의 별도의 배기구를
설치하고, 그 재료가 금속재일 때는 보온조치를 한다.
2.6.2.4 연돌을 사람이 거주하는 실의 벽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벽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그 실의 벽의 내부를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2.6.2.5 연돌 내에 설치하는 이음연통 터미널은 끝 부분이 막히고 주위가 개방된 구조로 한다.
2.6.2.6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6.3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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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2.6.3.2 연돌 및 이음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2.6.3.3 연돌은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한다.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가로 세로의 비가
1:1.4이하인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한다.
2.6.3.4 동일층에서 연돌로 연결되는 가스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2.6.3.5 연돌 최하부에는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2.6.3.6 연돌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가스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m 이상일
경우에는 연돌에 연결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배기통 방식으로 설치한다.
2.6.3.7 연돌과 배기통 또는 이음연통의 접속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2.6.3.8 가스보일러의 이음연통을 최초로 연돌에 연결하기 전에는 5분 이상 연막을 주입하는 시험으로
연돌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6.3.9 <삭제 18.8.10>
2.6.3.10 <삭제 18.8.10>
2.6.3.11 연돌 터미널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2.6.3.12 연돌의 터미널까지 단독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기통의 굴곡 수는 4개 이하로 한다.
(3)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 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4)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입상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5)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6)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7) 터미널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1m 이상으로 하고, 터미널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 m 이상 높게 설치한다.
(8) 터미널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2.6.3.13 상부환기구의 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높게 하되 가스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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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4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의 설치 위치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3. 기술기준

3.1 안전유지기준(해당 없음)

3.2 이입 및 충전기준(해당 없음)

3.3 점검기준
3.3.1 보일러 점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1 중간검사 또는 안전성확인(해당 없음)
4.1.2 완성검사
가스보일러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4.1.2.1 2.1.1에 따른 재료의 확인
4.1.2.2 2.1.2에 따른 구조의 확인
4.1.2.3 2.1.3에 따른 설치방법의 확인(2.1.3.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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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2.1.4에 따른 그 밖의 기준의 확인
4.1.2.5 2.2.1에 따른 이음연통 재료의 확인
4.1.2.6 2.2.2에 따른 이음연통 구조의 확인(2.2.2.8 제외)
4.1.2.7 2.2.3에 따른 이음연통 설치방법의 확인
4.1.2.8 2.3.1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적용대상의 확인
4.1.2.9 2.3.2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재료의 확인
4.1.2.10 2.3.3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구조의 확인
4.1.2.11 2.3.4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설치방법의 확인
4.1.2.12 2.4.1에 따른 공동이음연통 적용대상의 확인
4.1.2.13 2.4.2에 따른 공동이음연통 재료의 확인
4.1.2.14 2.4.3에 따른 공동이음연통 구조의 확인
4.1.2.15 2.4.4에 따른 공동이음연통 설치방법의 확인
4.1.2.16 2.5.1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 적용대상의 확인
4.1.2.17 2.5.2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 재료의 확인
4.1.2.18 2.5.3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 구조의 확인(2.5.3.3 제외)
4.1.2.19 2.5.4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 설치방법의 확인
4.1.2.20 2.6.2에 따른 연돌 구조의 확인
4.1.2.21 2.6.3에 따른 연돌 설치방법의 확인(2.6.3.7, 2.6.3.8 제외)
4.1.3 정기검사
가스보일러가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정기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4.1.3.1 2.1.3에 따른 설치방법의 확인(2.1.3.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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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2.1.4에 따른 그 밖의 기준의 확인(2.1.4.2 제외)
4.1.3.3 2.2.3에 따른 이음연통 설치방법의 확인
4.1.3.4 2.3.1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적용대상의 확인
4.1.3.5 2.3.4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설치방법의 확인
4.1.3.6 2.4.1에 따른 공동이음연통 적용대상의 확인
4.1.3.7 2.4.4에 따른 공동이음연통 설치방법의 확인
4.1.3.8 2.5.1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 적용대상의 확인
4.1.3.9 2.5.4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 설치방법의 확인
4.1.3.10 2.6.3에 따른 연돌 설치방법의 확인(2.6.3.7 및 2.6.3.8 제외)
4.1.4 수시검사(해당 없음)

4.2 검사방법
4.2.1 중간검사(안전성확인)(해당없음)
4.2.2 완성검사
(1) 가스보일러 및 강제혼합식버너가 KS표시허가제품 또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2)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다만, 중형 가스보일러[70 ㎾(6만 ㎉/h) 초과 232.6 ㎾(20만 ㎉/h) 이하], 대형 가스보일러
[232.6㎾(20만 ㎉/h) 초과] 및 캐스케이드방식의 보일러와 같이 시중에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이음연
통이 없는 경우에는 배기통·이음연통의 재료를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
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3)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지하에 설치 시 건축물 구조상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1.3.14에 따라 급배기시설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해당 건물의 공기조화설비
(외부공기의 유입 및 실내공기의 배출이 가능한 구조인 것에 한정한다)와 연결될 경우에도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1.1.1에 따라 동일 층의 동일 실에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232.6 ㎾(20만 ㎉/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같이 설치되고, 232.6 ㎾(20만 ㎉/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역류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기준과 같다.
(4-1)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232.6 ㎾(20만 ㎉/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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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스보일러[232.6㎾(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포함]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개정 20.3.18>
(4-2) <삭제, 20.3.18>
(5) 가스보일러가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바닥에 설치되었는지 또는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주위에서 가연성·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7) 가스보일러가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이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가스보일러 외면에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0) 가스보일러의 배기구와 배기통․이음연통 접속부 및 배기통·이음연통과 배기통․이음연통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1) 완성검사 시 열량이 변경된 연소기의 경우 열량변경 표지판의 부착 또는 확인서를 확인한다.
(12) 금속 이중관형 연돌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2-1) 2.5.3.1부터 2.5.3.2까지에 따라 배기구의 구조를 확인한다. <개정 20.3.18>
(12-2) 2.5.2.1부터 2.5.2.2까지에 따라 배기구의 외부관 및 내부관의 재료를 육안 및 제품성적서로
확인한다.
(12-3) 2.5.4.12에 따라 배기구의 지지간격을 확인하고, 2.5.3.4부터 2.5.3.5까지, 2.5.4.12, 2.5.4.19에
따라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2-4) 2.5.4.13부터 2.5.4.16까지에 따라 배기구와 가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연료전지 및 비상용발
전기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12-5) 2.5.3.6부터 2.5.3.7까지에 따라 연통 및 연돌 용량에 적정한 연소기 수량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13) 연돌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3-1) 구조와 접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13-2) 재료는 육안 및 제품성적서로 확인한다.
(13-3) 지지간격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3-4) 가스보일러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13-5) 연돌 용량에 적정한 가스보일러 수량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개정 20.3.18>
(14)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제품 검사 합격표시 여부, 설치 방법, 설치개수 및 전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신설 20.9.4>
(15) (1) ~ (14)에 따른 세부적인 확인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3.18> <개정 20.9.4>
4.2.3 정기검사
(1) 연소기가 검사품인지를 확인한다.
(2)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다만, 중형 가스보일러[70㎾(6만 ㎉/h) 초과 232.6㎾(20만 ㎉/h) 이하] 및 대형 가스보일러
[232.6 ㎾(20만 ㎉/h) 초과]와 같이 시중에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이음연통이 없는 경우에는 배기통·
이음연통의 재료를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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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지하에 설치 시 건축물 구조상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1.3.14에 따라 급배기시설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해당 건물의 공기조화설비
(외부공기의 유입 및 실내공기의 배출이 가능한 구조의 것에 한정한다)와 연결될 경우에도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연소기 및 강제혼합식버너가 KS표시허가제품 또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5) 가스보일러가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바닥에 설치되었는지 또는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주위에서 가연성·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7)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이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가스보일러 외면에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가스보일러의 배기구와 배기통․이음연통 접속부 및 배기통․이음연통과 배기통․이음연통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0) 연통의 지지간격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11) 연통과 가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연료전지 및 비상용발전기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12) (1) ~ (11)에 따른 세부적인 확인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3.18>
4.2.4 수시검사(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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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 시험 방법 (2.1.1.1.1 관련)
(1) 재료의 특성은 열적,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거동에 따라 규정한다.
(2) 재료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소에는 밀도 등 6개 이상의 속성을 포함하되, 부록 A의 그룹마다 각
그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3) 재료의 특성별 허용 오차는 표 A와 같다.
표 A. 특성별 허용 오차
특성

허용오차

충격강도(impact strength)

+20 %

항복응력(yield stress)

+20 %

밀도(density)

±0.05 g/cm³

녹는점(melting temperature)

±5 K

용융엔탈피(melting enthalpy)

±20 %

관강성(ring stiffness)

±20 %

재료의 특성은 다음 방법에 따라 규정한다.

A.1 재료의 열적 거동을 결정하는 방법 그룹
(1) KS M ISO 11357-3(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3부:응용 및 결정화에 대한 온도와
엔탈피 측정)에 따른 용융온도
(2) KS M ISO 306(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비카트 연화온도(VST)의 측정)에 따른 연화온도
(Vicat1))
(3) KS M ISO 75-1(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방법)에 따른 열변형온도(HDT2))

A.2 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결정하는 방법 그룹
(1) KS M ISO 527-1(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및 KS M ISO 527-2(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에 따른 인장탄성율
(2) KS M ISO 527-1(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및 KS M ISO 527-2(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에 따른 항복인장강도 또는 파단 시 인장강도
(3) KS M ISO 178(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에 따른 굴곡강도 및 굴곡탄성율
(4) KS M ISO 179-1(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제1부:계측기기 미보유)에 따른 샤르피
충격강도 (노치 없는 시험 막대)
(5) KS M ISO 8256(플라스틱-인장 충격강도의 측정)에 따른 인장 충격강도(노치 없는 시험 막대)
1) Vicat : 비카트 연화온도는 점하중(point load) 하에서 재료의 단기열적 거동의 지표이다.
2) HDT : 하중 하에서 열변형온도(HDT)는 하중 하에서 재료의 단기열적 거동의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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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랙시블 배관의 경우 KS M ISO 9969(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원강성의측정)에 따른 원강성

A.3 재료의 물리화학적 거동을 결정하는 방법 그룹
(1) FTIR1)
(2) KS M ISO 1133-1(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질량흐름률(MFR) 및 용융체적흐름률
(MVR)2)의 측정-제1부:표준 방법) 및 EN ISO 1133-2(Plastics-Determination of the melt mass-flow
rate(MFR) and melt volume-flowrate(MVR) of thermoplastics Part 2:Method for materials sensitive
to time-temperature history and/or moisture)에 따른 MFR 또는 MVR
(3) KS M ISO 11357-3(플라스틱-시차주사열량계(DSC)-제3부:응용 및 결정화에 대한 온도와 엔탈피
측정)에 따른 DSC3)
(4) GPC4)
[참고] 굴곡강도 및 굴곡탄성율은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1) FTIR : 비파괴 분석방법인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FTIR)으로 첨가제를 함유하는 재료의 성분비를
산출한다.
2) MFR/MVR : 용융질량흐름률(MFR) 또는 용융체적흐름률(MVR)은 분자량을 나타낸다.
3) DSC : 시차주사열량계(DSC)를 사용하여 온도의 함수로서 재료의 비열을 결정한다.
4) GPC :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GPC)로 고분자의 분자량 및 상대평균 분자량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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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요구 주요항목(등급)

B.1 온도등급
재료의 온도등급은 표 B.1과 같이 구분한다.
표 B.1 재료의 온도등급
온도등급

정격사용온도(℃)

성능시험온도(℃)

T80
T100
T120
T140
T160
T200
T250

≤ 80
≤ 100
≤ 120
≤ 140
≤ 160
≤ 200
≤ 250

100
120
150
170
190
250
300

B.2 압력등급
재료의 압력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음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 N1 및 N2
(2) 양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 P1 및 P2
(3) 높은 양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 H1 및 H2

B.3 내응축수성능등급
재료의 내응축수성능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습윤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 W
(2) 건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 D

B.4 내식성등급
재료의 내식성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황 함량이 50 mg/m3 이하인 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통 : 1등급
(2)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통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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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내화성등급 <삭제 19.4.5>

B.6 위치등급
재료의 위치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및 구성요소 : LI
(2) 내부 및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연통 및 구성요소 : LE

B.7 외벽등급
재료의 외벽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외벽 없이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험된 연통 : U
(2) 불연성 외벽 내에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험된 연통 : U0
(3) 가연성 외벽 내에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험된 연통 : U1
등급에 대한 성능시험방법은 EN14471(Chimney- System chimneys with plastic flue liners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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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의 단면적 산정 방법 (2.5.3.6 및 2.5.3.7 관련)

C.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 이중관형 연돌 및 캐스케이드연통의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해 내
부관의 안지름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17.9.29>

C.2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 산출 방법

C.2.1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이란 금속 이중관형 연돌 및 캐스케이드연통
의 원활한 배기를 위해 배기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 및 캐스케이드연
통의 안지름을 말한다. <개정 17.9.29>

C.2.2 안지름 산정 방법
C2.2.1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의 산정은 지배방정식(2.5.3.6)을 이용하
여 다음의 보기와 같이 한다. <개정 17.9.29>

(1) 계산조건(보기)
ㅇ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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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가스 소비량

50,000 kcal/h

보일러 효율

94 %

보일러의 통풍력

최대 350 Pa

배기가스 온도

65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직경

0.075 m

KGS GC209

ㅇ 설치현장에서 정해지는 조건

보일러 설치 수

20대

금속 이중관형 연돌 높이

20 m

금속 이중관형 연돌 길이

35 m

금속 이중관형 연돌 굴곡

없음(수직)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높이

없음(수평)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길이

15m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굴곡

90˚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높이

1m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길이

1m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굴곡

없음(수직)

마찰 계수(STS)

0.03

(2)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의 단면적 계산(보기)

PR+PB+PC+PF < PH+PHC+PW
※ 배기통풍력(PH+PHC+PW)은 배기통풍저항(PR+PB+PC+PF) 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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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저항(Pa)

PB : 급기부 저항(Pa)

PC : 캐스케이드 연통 공용부 통풍저항(Pa)

PH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력(Pa)

PW : 연소기의 통풍력(Pa)

PF : 캐스케이드 연통 단독부 통풍저항(Pa)

PHC : 캐스케이드 연통 공용부의 통풍력(Pa)

(2-1)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저항(PR)




    ×  ×  

SE : 안전계수(1.2)




 ; 마찰저항 계수(0.03)

Dh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직경(m)


×  × 




 

L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길이(m)

 : 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ρm :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Vm :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 배기가스의 평균속도(m/s)

※ 각도에 따른 형상저항 계수

γ(각도)

저항계수 값

γ(각도)

저항계수 값

γ(각도)

저항계수 값

10°

0.1

45°

0.3

90°

1.2

30°

0.2

60°

0.5

(2-1-1) 금속 이중관형 연돌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 구하기


   (단위 : ㎏/㎥)

여기서,

            ,
     ∆  ,
     ∆

Tm에 대한 식에 T2, T3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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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그러므로        







Tm :금속 이중관형 연돌 배기가스의 평균온도(K)

T1 : 배기가스 온도(K)

T2 : 캐스케이드연통 출구부분의 배기가스 온도(K)

T3 : 금속 이중관형 연돌 출구의 배기가스 온도(K)

LC : 캐스케이드연통의 길이(m)

∆T :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 온도강하(0.12 K/m)

∆T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온도강하(0.24 K/m)

(2-1-2) 금속 이중관형 연돌 배기가스의 평균속도(Vm) 구하기



   (단위 : m/s)
 × 
   
여기서, 


 ×  ,      ×  로 표기할 수 있다.
 × 

,
따라서 Vm에 대한 식에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  ×  × 
  

 ×  ×  ×  × 

 : 배기가스의 질량 유량(㎏/s)


A : 금속이중관형 연돌의단면적 (㎡)

Q : 최대가스소비량(㎾)

G : 연료소비량(Kg/s)

N : 보일러 수

 : 보일러의 효율 (%)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

 : 배기가스의 평균 밀도(㎏/m3)

Dh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직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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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참고로, N = 20대 (총 보일러 설치 수), Vg : 14.7 N㎥/kg(도시가스인 경우)
Hl = 64,461.54 kJ/㎏(도시가스인 경우)
그러므로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저항(PR)은




    ×  ×  








  ×  ×  






 
  ×  ×      ×  ×  




 
 


 
 
(2-2) 보일러의 급기부 저항(PB)
강제배기식 보일러의 경우 급기 연도가 존재하지 않아, 급기부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3)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저항(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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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 :안전계수(1.2)








 
  ×  ×   


 : 캐스케이드연통공용부마찰저항계수(0.03)

Dh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직경(m)






LC : 캐스케이드연통공용부의길이(m)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ρm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Vm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의 평균속도(㎧)

(2-3-1)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 평균밀도(ρmC)


   (단위 : ㎏/㎥)


여기서,

  
    ,      ∆이므로,


T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  ×    × 
    


  
따라서



       



Tm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 평균온도(K)
T1 : 배기가스 온도(K)

T2 : 캐스케이드연통의 출구 부분의 배기가스 온도(K)

L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길이(m)

∆T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온도강하(0.24 K/m)

(2-3-2)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직경(DhC)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 속도를 8㎧로 설계하고, 이에 따른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안지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평균속도(VmC)를 DhC에 대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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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의 평균 밀도(㎏/㎥)
N : 보일러 수



Q : 최대가스소비량(㎾)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

Vm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의 배기가스 평균 속도(㎧)

  : 보일러의 효율(%)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


 ×  ×  × 

 ×  ×  ×  × 

 ×  ×  × 

 ×  ×  ×  × 

 







= 0.211 (m)
참고로,




     ×   × 

 

    

N = 20대, Hl = 64,461.54 kJ/㎏(도시가스인 경우), Vg = 14.7(도시가스인 경우)



(2-3-3)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형상저항 계수의 합(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는 수평인 상태에서 다른 형상 변화가 없으므로 형상저항계수의 합은 1.2이다.






 

그러므로,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통풍저항(P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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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4)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저항(PF)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저항은 단독부 마찰저항값에서 단독부 높이에 따른 배기통풍력 값을 빼주어
산출한다.




   ×  ×  





LF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길이
(m)






×  ×     ×  ×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마찰저항 계수(0.03)

SE : 안전계수(1.2)





  

DhF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직경(m)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ρmF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VmF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내 배기가스의 평균속도(㎧)
HF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높이(m)

ρL : 외기의 밀도

(2-4-1)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내 배기가스 평균밀도(ρmF)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길이가 짧으므로(1m) 단독부 내 배기가스 온도는 같다고 가정한다.

       ,
그러므로


    

(2-4-2)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내 배기가스 평균속도(VmF)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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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4-3)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는 수직 상태만 가정하였으므로, 형상저항 계수는 0이다.
(2-4-4) 외기의 밀도(ρL)
외기의 밀도는 대기압력과 기체상수로 구하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PL : 대기압력(101,325 ㎩ )

RL : 기체상수(287.05 J/㎏ㆍK)

TL : 외부대기 온도(K)

※ 외부대기 온도는 배기조건의 환경이 나쁜 경우를 위해 35℃로 가정함.



       
 ×   × 
그러므로,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의 저항(PF)은







   ×  ×      ×  ×     × ×   





  × ×     ×  ×   × ×  


 
   



(2-5)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통풍력(PH)

   ×  ×     (단위:㎩)
H :금속 이중관형 연돌 높이(m)

g : 중력가속도(9.81㎨)

ρL : 외기의 밀도(㎏/㎥)

ρm :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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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6)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통풍력(PHC)

   ×  ×     
H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의 높이(m)

g : 중력가속도(9.81㎨)

ρL : 외기의 밀도(㎏/㎥)

ρmC : 캐스케이드연통 공용부 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2-7) 보일러의 통풍력(PW)
보일러의 통풍력은 보일러의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값을 따른다.

   
(2-8) 단면적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PR+PB+PC+PF < PH+PHC+PW)
위에서 산출된 값을 지배방정식에 대입하면

PR+PB+PC+PF < PH+PHC+PW →
 

     




≺

  

위의 식에서 단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으며, 최종 단면적 산출을 위한 검증식으로서 활용한다.
(2-9)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배기가스 속도에 따른 내부관의 안지름(Dh)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서 배기가스의 속도는 8㎧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안지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2)의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평균속도(Vm)식을 Dh에 대하여 정리하면

 


 ×  ×  × 

 × × × ×











따라서

51

2021

KGS GC209

2021

 




 ×  ×  × 

 × × × ×













 ×  ×  × 

 ×  ×  ×  × 

= 0.21m
(2-10)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내부관 안지름(Dh) 결정
(2-9)에서 도출된 안지름을 (2-8)의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내부관의 안지름으로 사용한다.
Dh = 0.21을 (2-8)의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면, 다음의 지배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이 경우 Dh값을 늘려가면서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나가는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이용한다.
본 계산에서는 Dh = 0.87(m) 설계 시 175.49(Pa) < 175.5(Pa)로 통풍력이 통풍저항 보다 크다.
(3) 계산 결과 해석
(1)의 계산조건(보기)의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 안지름은 0.87m(870㎜)로 설계 시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의 배기가스 속도(8㎧)를 만족하고, 배기저항보다 큰 배기통풍력을 확보함.
따라서, 금속 이중관형 연돌 내부관 안지름은 0.87m(870 ㎜) 이상으로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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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1993년 11월 28일 이전 도시가스 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신설
17.9.29>

D.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D1 공통사항

D1.1 가스보일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D1.1.1 반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
D1.1.2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의 불연성인 것으로 한다.
D1.1.3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등을 통과할 때는 금속외의 불연성재료로 단열조
치를 한다.
D1.1.4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를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고 장
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이 배기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D1.1.5 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
폐한다.
D1.1.6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
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한다.
D1.2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
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D1.3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
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D1.4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
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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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완전 연소의 경우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의 보일러
(3) 전용급기구를 외기와 통하게 설치된 보일러

D1.5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
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한다.

D1.6 가스보일러 설치시 급·배기장치 등의 구조는 다음 D2 또는 D3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가스보일러 제작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른다.

D1.7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표1.7과 같은 시공표지판을 부
착한다.
표 D1.7 시공표지판
시공표지판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공관리자 성명
가스보일러 제조회사명
가스보일러의 기종 및 제조번호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시공 년 월 일
기타 특이사항

[비고] (규격) 0.12 m × 0.09 m
(재료) 100 g/㎡의 노랑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카
D1.7.1 (기재사항)시공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2) 시공자 등록번호(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는 국가기술자
격종목·등급 및 등록번호,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양성교육 이수번호)
(3)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시공관리자 성명
(5) 가스보일러 제조회사명
(7) 가스보일러의 기종 및 제조번호
(8)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적합여부
(9) 시공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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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특기사항
D1.7.2 (부착방법)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표지판에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후
가스보일러 본체 중 보기 쉬운 장소에 단단하게 붙여야 한다.
D1.8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D2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D2.1 자연배기식
D2.1.1 배기통
D2.1.1.1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재료인 것으로 한다.
D2.1.1.2 배기통의 높이(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 높이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다음 식에서 계산한 수치 이상인 것으로 한다.
＋n＋
h
Av
  
H
위 식에서 h, n, ℓ, Av, 및 H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h : 배기통의 높이(m)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Av :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H : 가스소비량(㎉/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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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 배기통의 높이
D2.1.1.3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D2.1.1.4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입상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D2.1.1.5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D2.1.1.6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 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 등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D2.1.1.7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D2.1.1.8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작지 않은
것으로 한다.
D2.1.1.9 배기통은 내부 청소를 위한 청소구를 설치한다.
D2.1.1.10 배기통의 옥외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2.1.1.11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
치한다.
D2.1.1.12 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D2.1.1.13 배기톱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9 m 이상으로 하고 배기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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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타건물의 처마로부터 0.9 m 이상 높게
설치한다.
D2.1.1.14 배기톱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하는 구조로 다익
형, H형, 경사H형, P형 등으로 한다.
D2.1.1.15 D1.4(3)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전용보일러실외에 자연배기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보일러의 1차배기통 직상부에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D2.1.2 급기구 및 환기구
D2.1.2.1 급기구는 보일러에 설치된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D2.1.2.2 수시로 개방하도록 하는 구조의 급기구 또는 외기와 접하게 설치된 창 등으로서 급기에
이용되도록 한 구조의 개구부(수기 개방형 급기구)의 크기는 다음 식에 따라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한다.

Av  H



  n  

h

여기에서,
Av : 개구부의 면적(㎠)
H : 가스소비량(㎉/h)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h : 배기통의 높이(m)
D2.1.2.3 상부 환기구의 면적은 가스소비량 1 000 kcal/h당 유효 개구면적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36 000 kcal/h 이하이고 또한 보일러가 설치된 실의 넓이가 1 ㎡당 가스소비
량이 7 000 kcal/h 이하의 경우에는 상부환기구로서 급기구를 갈음할 수 있다.
D2.1.2.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
치한다.
D2.1.2.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이며, 급기구는 통기성이 좋은 장소
에 개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D2.1.2.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D2.1.2.7 지하실등에서 급기팬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급기팬등의 능력은 이론가스배기량(1 000
kcal/h(0.085 kg/h)당 1.08 ㎡)의 2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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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챔버방식
D2.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D2.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D2.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 설치벽·측면·차단판·천장·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mm, 상방 600 mm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D2.2.4 챔버급기구의 크기
급기구유효면적 = 유효개구면적 - 배기통 단면적
D2.2.5 차단판의 최하부에 70 mm 정도의 공간(보조급기구)을 설치한다.
D2.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mm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D2.2.7 배기통의 높이는 가로 길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D2.3 강제배기식
D2.3.1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
D2.3.1.1 배기팬
D2.3.1.1.1 배기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으로 한다.
D2.3.1.1.2 배기팬은 보일러 사용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D2.3.1.1.3 정전 또는 배기팬 고장 시에는 가스를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D2.3.1.1.4 가스의 차단장치는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
조이거나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될 경우 생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D2.3.1.1.5 배기통에 설치된 배기팬의 배기통은 통기저항 및 옥외 풍압이상으로서 이론가스 배기
량(1 000 kcal/h (0.085 kg/hr)당 1.08 ㎡) 2배 이상으로 한다.
D2.3.1.1.6 자연 배기식 급·배기설비 중 보일러의 배기통에 부착되는 배기팬의 성능은 보일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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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및 효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D2.3.1.2 배기통
D2.3.1.2.1 배기통의 구경은 배기팬의 능력 이상으로 한다.
D2.3.1.2.2 배기통의 수평부는 경사가 있어 응축수를 외부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2.3.1.2.3 배기통 톱에는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
다.
D2.3.1.2.4 배기통 톱의 전방·측변·상하주위 0.6 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0.6 m) 이내에 장애
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D2.3.1.2.5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가 없는 것으로 한다.
D2.3.1.3 급기구
D2.3.1.3.1 급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D2.3.1.3.2 급기구는 옥외 또는 현관등 통기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고, 배기톱으로부터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 한다.
D2.3.2 강제배기식 보일러
강제 배기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D2.3.1.2와 D2.3.1.3의 기준에 따른다.

D2.4 복합배기통
D2.4.1 동일 실내에서 벽면의 상태 등 때문에 각각의 배기통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D2.4.2 자연배기식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대에 한정한다.
D2.4.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복합부분은 각 배기통의 합계 단면적)이상으
로 한다.
D2.4.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은 보일러의 접속부로부터 300 mm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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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5 공용부에 접속하는 각 배기통의 접속부는 250 mm 이상 떨어뜨리고 공용부와의 접속부분
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D2.4.6 기타 필요한 사항은 D2.1의 기준에 따른다.

그림 D2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

D2.5 공동주택 공동배기방식
D2.5.1 공동배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D2.5.1.1 공동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m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배기구에 연결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한다.
D2.5.1.2 공동배기구의 평균 유효높이
평균유효높이 =

a1 + a2 + a3 + ···
보일러수

위의 식에서 a1 + a2 + a3 + ··· 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의 하단으로부터 공동배기구 최상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D2.5.1.3 접속 가능한 보일러의 총가스 소비량 및 보일러의 수는 표D2.5.1.3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공동배기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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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부·저층부 등 가까운 계층끼리 공동배기구를 설치한다.
표 D2.5.1.3 접속가능 보일러수 및 가스소비량
공동배기구의
평균유효높이

연결된 보일러의
총가스 소비량(kcal/hr)

접속되는
보일러수

10 m 이하

125 000

10 이하

10 m 초과 ~ 15 m 이하

156 000

11 이하

15 m 초과

172 000

12 이하

D2.5.1.4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며, 동시사용율은 표 D2.5.1.4와 같다.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 = 배기통 단면적의 총합 × 동시사용율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D2.5.1.5 공동배기구의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
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D2.5.1.6 동일층에서 공동배기구로 연결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D2.5.1.7 공동배기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D2.5.1.8 공동배기구는 주위에 공기층이 있는 등 단열성이 좋은 경우 이외에는 보온한다.
D2.5.1.9 공동배기구 최하부에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D2.5.1.10 공동배기구 및 배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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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2.5.1.4 동시사용율 표
보일러수

보일러의 동시사용율(F)
온수기등

보일러

비 고
※ 동시사용율

1

1.00

1.00

2

1.00

1.00

(F)는 실정에

3

1.00

1.00

맞도록 정하되

4

0.90

0.95

표의 값보다 작지

5

0.83

0.92

않아야 한다.

6

0.77

0.89

7

0.72

0.86

8

0.68

0.84

9

0.65

0.82

10

0.63

0.81

11

0.61

0.80

12

0.60

0.80

13

0.59

0.80

14

0.58

0.79

15

0.57

0.79

16

0.56

0.78

17

0.55

0.78

18

0.54

0.77

19

0.53

0.76

20

0.52

0.76

21이상

0.50

0.75

D2.5.1.11 공동배기구내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2 m 이상, 공동배기구내 이웃한 두 배기통 끝의 높
이 차이는 0.25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
다.
D2.5.1.12 공동배기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기밀을 유지한다.
D2.5.1.13 공동배기구톱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D2.5.1.14 공동배기구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D2.5.1.15 공동배기구내 접속되는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
효단면적보다 축소되지 않아야 하며, 배기통의 재료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로 두께 0.3 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D2.5.1.16 보일러 설치 실에는 반드시 외기와 통하는 급기구를 설치하고 급기구의 단면적은 각각
단독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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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1.17 보일러 설치실에는 환기팬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기팬용 급기구를 충분한 크
기로 설치한다.
D2.5.1.18 D1.4(2) 또는 D1.4(3)의 규정에 의하여 반밀폐식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그림 D3 공동배기구의 설치 예

D3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 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D3.1 일반사항
D3.1.1 급·배기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D3.1.2 급·배기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D3.1.3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배기톱의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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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4 급·배기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톱은 바깥벽에 설치한다.
D3.1.5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 부착한다.

D3.2 자연급·배기식
D3.2.1 외벽식
D3.2.1.1 급·배기톱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하되 수평이
되게 한다.
D3.2.1.2 급·배기톱은 양측면 또는 상하 1 500 ㎜ 이내에는 돌출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D3.2.1.3 급·배기톱은 전방 15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D3.2.1.4 급·배기톱의 벽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한다.
D3.2.1.5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0 mm 위쪽에 설치한다.
D3.2.1.6 급·배기톱과 상방향 건축물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0 mm 이상으로 한다.
D3.2.2 챔버식
D3.2.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D3.2.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 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D3.2.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 설치벽·측면·차단판·천장·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 상방 600 ㎜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D3.2.2.4 챔버급기구의 크기
급기구 유효면적 = 유효개구면적 - 배기통 단면적
D3.2.2.5 차단판 최하부에 70 mm정도의 공간(보조 급기구)을 설치한다.
D3.2.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mm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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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2.2.7 챔버내 배기통의 수직 입상높이는 다음의 수치 이상으로 한다.
바닥 설치형

700 mm

벽걸이형

200 mm

D3.2.3 덕트식
D3.2.3.1 공통사항
D3.2.3.1.1 공동 급·배기덕트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공동급·배기덕트용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D3.2.3.1.2 공동 급·배기덕트는 보일러 전용으로 하고, 일반 환기덕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
D3.2.3.1.3 급·배기톱의 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한다.
D3.2.3.1.4 배기덕트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것으로 한다.
D3.2.3.1.5 덕트를 시공할 때에는 기밀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
D3.2.3.1.6 배기덕트는 충분히 보온되도록 한다.
D3.2.3.1.7 급·배기덕트는 시공시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건축중 덕트내에 이물질(모르타르
등)이 들어가 내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D3.2.3.1.8 덕트내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D3.2.3.1.9 덕트의 상부 끝부분은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D3.2.3.2 U덕트식
D3.2.3.2.1 급기 및 배기덕트의 단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얻은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Z×F ×Q
A
 
여기에서,
A : 단면적(㎠)
Z : 공동급·배기덕트 단면계수(㎠/1 00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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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Q : 1개의 공동급·배기덕트에 접속되는 각 가스보일러의 표준가스소비량(q)의 총계(㎉/h)
D3.2.3.2.2 배기덕트의 수직덕트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D3.2.3.2.3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풍압에 평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D3.2.3.2.4 덕트의 아랫부분은 통풍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D3.2.3.2.5 덕트의 아랫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D3.2.3.2.6 덕트의 아랫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표 D3.2.3.2.1 단면계수(Z)
층수

단면계수(Z)

3
4

21.6
24.3

5

25.4

6
7

25.7
26.1

8

비

고

층수

단면계수(Z)

12
13

26.2
26.1

각층의 높이가

14

26.0

건물에

15
16

25.9
25.9

적용한다.

26.1

17

25.8

9

26.2

18

25.7

10

26.3

19

25.6

11

26.2

20

25.6

각층의 높이가
2.5~3.0 m
건물에
적용한다.

비

고

2.5~3.0 m

D3.2.3.3 SE덕트식
D3.2.3.3.1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위치는 풍압대 범위를 피한다.
D3.2.3.3.2 급기구는 건축물의 하부에 설치하되 풍압에 평형이 되도록 건축물 외벽의 4면에 균등
히 배치한다.
D3.2.3.3.3 역T자형 수평덕트의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덕트 단면적의 총계로 2배 이상으
로 한다.
D3.2.3.3.4 역T자형의 급기구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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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D4 SE 덕트 및 U 덕트의 구조 예
D3.2.3.3.5 역T자형의 급기구는 반드시 건축물의 마주보는 2면에 설치하고 지표면보다 1 m 이상
의 높이에 설치한다.
D3.2.3.3.6 기타 필요한 사항은 D3.2.3.2의 기준에 따른다.

그림 D5 U덕트의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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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6 SE 덕트 설치의 예

D3.3 강제급·배기식
D3.3.1 급·배기통의 주위조건은 D3.2.1.1.1부터 D3.2.1.1.4까지에 따른다.
D3.3.2 급·배기통의 옥외부분은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D3.3.3 급·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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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1993년 11월 28일 후 2017년 8월 24일 전 도시가스 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신설 17.9.29>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이하 ‘가스보일러’라 한다)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않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E1 적용범위
가스보일러(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제
외한다)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및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것
(2)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E2 가스보일러 공통 설치기준
가스보일러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E2.1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E2.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
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E2.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
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E2.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
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클램프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
서 이탈되지 않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
닥면적 1㎡마다 300 ㎠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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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 전용보일러실에는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
하지 않는다.
E2.6 전용보일러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 ·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레인지 배기덕트
(후드)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E2.7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
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E2.8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
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E2.9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른다.
E2.10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표 E2.10과 같이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표 E2.10 시공표지판
시

공

표

지

판

명칭또는상호
시
공
자

시공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시공관리자성명

보
일
러
시
공
내
역

(전화번호)

제조자명
모델명및기종
제조번호
설치기준적합여부
시공년월일
특기사항

※ 유의 사항
1. 가스보일러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건설산
업기본법」제28조 및 제44조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및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 확인 및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규격) (0.12 ×9) m
◦ (재료) 100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E2.11 E1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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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표 E2.11의 예와 같
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표 E2.11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
제

호
가스보일러 설치 · 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사

① 성명

용

③ 주소

자

④ 건축물소재지

시

⑤ 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호

공

⑦ 대표자

⑧ 전화번호

자

② 전화번호

⑨ 사무소소재지
⑩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⑪ 규모

건축면적( ), 난방면적(

)

건축물
), ( 평형) ( 세대), (층수 층)

보

⑫ 제조자명

⑬ 제조번호

일

⑭ 모델명

⑮ 급·배기방식

러

사용가스종류

난방출력

시

배기통재료

배기통

공

보일러설치장소

전용보일러실, 기타(

시공년월일

년

높이 : m

직경 : ㎜

)

내
역

월

일

시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공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막힘 여부

□ 없음

□ 있음

가스누출 여부

□ 없음

□ 있음

확

·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 정상

□ 비정상

인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항

기타 특기사항
KGS FU 551 2.7.1.2.11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이를 교부합니다.
년
시공자

월

일
(인)

상기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 발생 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공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

E2.1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 때문에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
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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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E2.14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2.15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톱 및 공동배기구톱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상이 되도록 한다.
E2.16 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피구 직상부로 한다.
E2.17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E2.18 보일러실내에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할 때에는 전기적 안전장치(과전류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열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E3 반밀폐식 보일러 설치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E3.1 자연배기식
E3.1.1 단독배기통 방식
E3.1.1.1 배기통의 높이(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식에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한다.
＋n＋
h
 Av
  
Q
여기에서,
h : 배기통의 높이(m)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Av :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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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스소비량(㎉/h)

그림 E3.1① 배기통의 높이
E3.1.1.2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E3.1.1.3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입상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E3.1.1.4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E3.1.1.5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 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
울기가 없도록 한다.
E3.1.1.6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E3.1.1.7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작지 않도
록 한다.
E3.1.1.8 배기통의 옥외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3.1.1.9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 하
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
치한다.
E3.1.1.10 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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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1.11 배기톱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고, 배기톱 상단으
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 m 이상 높게 설치
한다.
E3.1.1.12 배기톱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하는 구조로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등으로 한다.
E3.1.1.1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이상으로 한다.
E3.1.1.1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
치한다.
E3.1.1.1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어 있도록 한다.
E3.1.1.1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E3.1.2 챔버방식
E3.1.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E3.1.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E3.1.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설치벽·측면·차단판·천장·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 상방 600 ㎜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E3.1.2.4 챔버급기구의 크기
급기구유효면적 = 유효개구면적 - 배기통 단면적
E3.1.2.5 차단판의 최하부에 70 ㎜ 정도의 공간(보조급기구)을 설치한다.
E3.1.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E3.1.2.7 배기통의 높이는 가로 길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E3.1.3 복합배기통 방식
E3.1.3.1 동일 실내에서 벽면의 상태 등 때문에 각각의 배기통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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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3.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로 한정한다.
E3.1.3.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복합부분은 각 배기통의 합계 단면적)이상
으로 한다.
E3.1.3.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은 보일러의 접속부로부터 3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속한다.
E3.1.3.5 공용부에 접속하는 각 배기통의 접속부는 250 ㎜ 이상 떨어뜨리고 공용부와의 접속부분
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E3.1.3.6 기타 필요한 사항은 E3.1.1에 따른다.

그림 E3.1②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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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4 공동배기방식
공동배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E3.1.4.1 공동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m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배기구에 연결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배기통 방식으로 설치한다.
E3.1.4.2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이상으로 한다.
A = Q×0.6×K×F+P
여기에서,
A :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
Q : 보일러의 가스소비량 합계(㎉/h)
K : 형상계수 [표 F3.1①]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E3.1②]
P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표 E3.1① 형상계수
내부 면이 원형일 때

1.0

내부 면이 정사각형일 때

1.3

내부 면이 직사각형일 때

1.4

표 E3.1②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1

1.00

12

0.80

2

1.00

13

0.80

3

1.00

14

0.79

4

0.95

15

0.79

5

0.92

16

0.78

6

0.89

17

0.78

7

0.86

18

0.77

8

0.84

19

0.76

9

0.82

20

0.76

10

0.81

21이상

0.75

11

0.80

E3.1.4.3 공동배기구는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하고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정사
각형에 가깝도록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E3.1.4.4 동일층에서 공동배기구로 연결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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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4.5 공동배기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E3.1.4.6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별도의 배기구를 설치하고 그 재
료가 금속재일 때는 보온조치를 한다.
E3.1.4.7 공동배기구 최하부에는 청소구와 수취기룰 설치한다.
E3.1.4.8 공동배기구 및 배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E3.1.4.9 공동배기구에 접속하는 보일러의 배기통높이 및 수평 길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1)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에서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배기통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0.3 m 이상
0.6 m 미만인 경우에는 수평길이를 1 m 이하로 한다.
(2)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에서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배기통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60 cm 이상
인 경우에는 배기통 수평 길이를 5 m 이하로 한다.
E3.1.4.10 공동배기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기밀을 유지 한다.
E3.1.4.11 공동배기구는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와 접하고 있는 면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실내측벽
에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마감처리를 한 구조로 하고,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최초로 공동배기구
에 연결하기 전에는 연막을 주입하는 등의 시험에 Ekfk 공동배기구의 기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
인한다.
E3.1.4.12 공동배기구 톱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E3.1.4.13 공동배기구 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E3.1.4.14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유효단면적이상으로 한다.
E3.1.4.15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E3.1.1.13부터 E3.1.1.16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E3.1.4.16 공동배기구의 배기통 톱까지 단독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E3.1.1에 따른다.
E3.1.4.17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공동배기구 톱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한
다.
E3.1.4.18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는 공동배기구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E3.2 강제배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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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1 단독배기통방식
E3.2.1.1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 또는 배기팬의 배기통 접속부 유효 단면적 이상으로 한
다.
E3.2.1.2 배기통은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
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E3.2.1.3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할 것
E3.2.1.4 배기통 톱에는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
다.
E3.2.1.5 배기통 톱의 전방·측변·상하주위 0.6 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0.3 m) 이내에는 가연
물이 없도록 한다.
E3.2.1.6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가 없도록 한다.
E3.2.1.7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E3.1.1.13부터 E3.1.1.16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한다.

E3.2.2 챔버방식
챔버 방식은 E3.1.2의 기준에 따른다.

E3.2.3 복합배기통 방식
E3.2.3.1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보일러의 복합배기통 방식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1) 가정용 이외의 경우
(1-2)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
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복합배기통용 보일러
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보일러의 경우
(1-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1-4)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1-5)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동일한 제조사의 보일러를 같은 배기통
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6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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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공용부의 단면적은 각 배기통 단
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단독 배기통은 4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
속한다.
(5) 배기통의 접속부 간의 거리는 그림 E3.2①과 같이 500 ㎜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속부분
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6) 복합배기통의 최대길이(배기통톱에서 가장 거리가 먼 보일러까지의 배기통 길이를 말한다)는
복합배기통에 접속되는 개별 보일러의 배기통 최대길이(보일러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기통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한다.
(7) 배기통은 응축수가 배기통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E3.2.1에 따른다.
E3.2.3.2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초과 232.6 ㎾ 이하인 보일러의 복합배기통 방식
(1) 복합배기통 방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1) 가정용 이외의 경우
(1-2)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1-3) 동일 실내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경우
(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대로 한
다.
(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공용부의 단면적은 각 배기통 단
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단독 배기통은 4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
속한다.
(5) 배기통의 접속부간의 거리는 그림 E3.2①과 같이 500 ㎜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6) 배기통은 응축수가 배기통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은 E3.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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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3.2①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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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4 공동배기방식
E3.2.4.1 E3.1.4.1부터 E3.1.4.8까지와 E3.1.4.10부터 E3.1.4.18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E3.2.4.2 공동배기구내에 설치하는 배기통 톱은 선단이 막히고 주위가 개방된 구조로 한다.
E3.2.5 자연배기식보일러에는 강제배기팬을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배기팬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검사를 받은 자연배기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강제배기팬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
배기팬을 부착한 자연배기식보일러는 강제배기식보일러로 본다.

E3.2.6 복합공동배기구(금속 이중구조의 복합공동배기) 방식
E3.2.6.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가정용 이외의 경우
(2) 내열·내식성이 있는 금속 이중배기통 시설로서 2013년 12월18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장치가 설치된 다음의 연소기를 연
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3-1) 가스보일러. 다만,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보일러의 경우에는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복합배기통용 보일러로 설계단계검사
를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3-2) 흡수식냉온수기
(3-3) 연료전지
(3-4) 비상용 발전기
`

범례

복합공동배기구
: 중·대형 가스보일러 또는 흡수식냉온수기
: 가스소비량이 70 ㎾이하인 가스보일러
: 비상용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

그림 E3.2② 복합공동배기구 시공 예
E3.2.6.2 복합공동배기구의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한다.
E3.2.6.3 복합공동배기구는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분하고, 관 사이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내부관과 외부관의 간격을 25 ㎜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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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
25㎜이상(공기 단열층)
외부관

그림 E3.2③ 복합공동배기구의 단면적 예
E3.2.6.4 복합공동배기구는 굴곡없이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건물 형태 및 구조상 굴곡
이 있는 형태로 설치할 때에는 최대 굴곡 각도는 90 °이하로 하고, 각도에 따른 형상저항계수
값은 표 E3.2①을 따른다.
표 E3.2① 각도별 형상저항계수
각도
10。
30。
45。
60。
90。

저항계수 값
0.1
0.2
0.3
0.5
1.2

E3.2.6.5 복합공동배기구의 내부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내부관은 길이이음매가 용접으로 접합된 것으로 한다.

굴곡없는 수직형태

굴곡이 있는 형태

그림 E3.2④ 복합공동배기구 설치 예
(2) 내부관과 내부관의 원주이음매는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한 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체결한다.
E3.2.6.6 복합공동배기구의 외부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외부관은 길이이음매가 용접으로 접합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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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관과 외부관의 연결은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체결하여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외부관(KS D 3698)

스페이서
V-밴드글로브
V-밴드글로브에
설치된 결합 실란트
채널밴드

내부관(KS D 3698)

공기 절연층(25㎜)

그림 E3.2⑤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 및 외부관 연결시공 예
E3.2.6.7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는 표 E3.2②와 같다. 다만, 복합공동배기구를 건축물 내부
에 설치할 경우, 외부관은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사용할 수 있다.
표 E3.2②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
구
분
내
부
관
외
부
관

재료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 이와 동등 이상의 금속재료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와 동등 이상의 금속재료
알루미늄 도금 강판(aluminized steel)

E3.2.6.8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 두께는 표 E3.2③과 같다

83

2021

KGS GC209

2021

표 E3.2③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 두께
단위 : ㎜
외부관
지름
1000
1000
1500
2400

내부관(KS D 3698)

미만
∼ 1500
∼ 2400
초과

0.8 이상
1.2 이상
1.5 이상
2 이상

KS D 3698
0.6 이상
0.8 이상

알루미늄

도금강판

(aluminized steel)
0.8 이상
0.8 이상

1.2 이상

1.2 이상

E3.2.6.9 복합공동배기구는 자기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고정 최대지
지간격은 표 E3.2④와 같다.
표 E3.2④ 복합공동배기구 지름별 지지간격
내부관 지름(㎜)

지지 간격(m)

2000 이하

8 이하

2000 초과

4 이하

E3.2.6.10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가스보일러의 복합배기통방식을 복합공동배기구
에 연결할 때에는 E3.2.3.1(1)부터 E3.2.3.1(8)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E3.2.6.11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 방식을 복합공동
배기구에 연결할 때에는 E3.2.1.1부터 E3.2.1.3까지와 E3.2.1.7의 기준에 따른다.
E3.2.6.12 연료전지의 단독배기통 방식을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할 때에는 KGS FU551
2.7.2.3.1 (1-1)부터 2.7.2.3.1(1-3)까지와 2.7.2.3.1(1-8)부터 2.7.2.3.1(1-10)의 기준에 따
른다.
E3.2.6.13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는 복합공동배기구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E3.2.6.14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되는 배기통은 서로 마주보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E3.2.6.15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되는 배기통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온도의 배기가스가
방출되는 배기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설치한다.
E3.2.6.16 복합공동배기구의 연결부(복합배기통 또는 단독배기통과 연결부분)는 복합공동배기구
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연결부분은 용접으로 접합한다.
E3.2.6.17 복합공동배기구의 배기통풍력(PH+PW)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기 통풍저항
(PR+PB+PFV)을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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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PR

: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저항 (㎩)(부록 F 참조)

PB

: 급기부 저항 (㎩)(부록 F 참조)

PFV : 수평배기통의 저항 (㎩)(부록 F 참조)
PH

: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력 (㎩)(부록 F 참조)

PW

: 연소기의 통풍력 (㎩)(부록 F 참조)

E3.2.6.18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안지름은 E3.2.6.17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 × ×








여기에서,
Dh :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안지름(m)
Q : 최대가스소비량(㎾)
N : 보일러 수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부록 F 참조)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부록 F 참조)

  : 보일러의 효율
 : 배기가스의 평균밀도(㎏/㎥)(부록 F 참조)
  : 배기가스의 평균속도(㎧)(부록 F 참조)
E3.2.6.19 복합공동배가구내의 배기가스 유속은 5 ㎧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E3.2.6.20 복합공동배기구의 톱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E3.2.6.21 복합공동배기구의 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E3.2.6.22 복합공동배기구의 톱은 덮개가 있는 구조로 한다.
E3.2.6.23 복합공동배기구가 바닥 및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의 복합공동배기구에는 보호관을 설치
하고, 그림 E3.2⑥과 같이 방화철판을 사용하여 방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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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3.2⑥ 복합공동배기구 방화구획 상세도
E3.2.6.24 복합공동배기구는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건축물 구조상 은폐된 공간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합공동배기구 길이 10 m 마다 1개 이상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
물내 밀폐된 배기전용 구조물에 복합공동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1개소 이상 설치
해야 한다.
E3.2.6.25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복합공동배기구 톱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한다
E3.2.6.26 복합공동배기구 최하부에는 응축수 배출을 위해 수취기를 설치한다.
E3.2.6.27 가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연료전지 및 비상용발전기를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하기
전에는 밀폐된 상태로 연막을 주입하고, 5분간의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하여 복합공동배기구의 기
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E3.2.6.28 복합공동배기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표 E3.2⑤와 같이 시
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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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3.2⑤ 시공표지판의 예
시
시
공
자

공

표

지

판

명칭또는상호
사무소소재지
시공자성명

(전화번호)

제조자명
금속
이중구조의
복합
공동배기구

제조년월(제조번호)

시
공
내
역

설치기준적합여부

재질
호칭 및 길이
A/S 연락처
시공년월일
특기사항

E4 밀폐식 보일러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E4.1 일반사항
E4.1.1 밀폐형 보일러는 급·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
하여 설치한다.
E4.1.2 급·배기 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E4.1.3 급·배기 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E4.1.4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배기 톱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E4.1.5 급·배기 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 톱은 바깥벽에 설치한다.
E4.1.6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E4.1.7 급․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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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2 자연급·배기식
E4.2.1 외벽식
E4.2.1.1 급·배기 톱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의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하되 수평이
되게 한다.
E4.2.1.2 급·배기 톱은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거리가 1 500 ㎜ 미만인 곳에는 설
치하지 않는다.

E4.2.1.3 급·배기 톱은 전방 15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E4.2.1.4 급·배기 톱의 벽관통부는 급·배기 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E4.2.1.5 급·배기 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0 ㎜ 위쪽으로 한다.
E4.2.1.6 급·배기 톱과 상방향 건축물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0 ㎜ 이상으로 한다.
E4.2.1.7 급·배기통 톱 개구부로 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
구부가 없도록 한다.

E4.2.2 챔버식
E4.2.2.1 E3.1.2의 기준에 따른다.
E4.2.2.2 챔버내 배기통의 수직 입상높이는 다음의 수치이상으로 한다.
바닥설치형

700 ㎜

벽걸이형

200 ㎜

E4.2.3 덕트식
E4.2.3.1 공통사항
(1) 공동 급·배기덕트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공동 급·배기덕트용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2) 공동 급·배기덕트는 보일러 전용으로 하고 일반 환기덕트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급·배기 톱의 관통부는 급·배기 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
도록 한다.
(4) 배기덕트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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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트를 시공하는 때에는 기밀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
(6) 배기덕트는 충분히 보온되는 것으로 한다.
(7) 급·배기덕트는 시공할 때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건축 중 덕트 내에 이물질(모르타르 등)
이 들어가 내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8) 덕트 내에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9) 덕트의 상부 끝부분은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새·쥐 등 직경 16 ㎜ 이상
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E4.2.3.2 U덕트식
(1) 급기 및 배기덕트의 단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얻은 수치이상으로 한다.
Z ×F ×Q
A 

여기에서,
A : 단면적(㎠)
Z : 공동급·배기덕트 단면계수(㎠/1 000㎉/h) [표 E4.2]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E3.1②]
Q : 1개의 공동급·배기덕트에 접속되는 각 가스보일러의 표준가스소비량(Q)의 총계(㎉/h)
표 E4.2 단면계수(Z)
층수

단면
계수(Z)

3

21.6

4

24.3

5

25.4

6

25.7

7

비

고

각층의 높이가
2.5 ~ 3.0 m
건물에 적용
한다.

층수

단면
계수(Z)

12

26.2

13

26.1

14

26.0

15

25.9

26.1

16

25.9

8

26.1

17

25.8

9

26.2

18

25.7

10

26.3

19

25.6

11

26.2

20

25.6

비

고

각층의 높이가
2.5 ~ 3.0 m
건물에 적용
한다.

(2) 배기덕트의 수직덕트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이하로 한다.
(3) 덕트 상부 끝부분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풍압에 평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4) 덕트의 아랫부분은 통풍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5) 덕트의 아랫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덕트의 아랫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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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4.2 SE 및 U덕트의 설치 예

E4.2.3.3 SE덕트식
(1)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위치는 풍압대 범위를 피하도록 한다.
(2) 급기구는 건축물의 하부에 설치하되 풍압에 평형이 되도록 건축물 외벽의 4면에 균등히 배치
한다.
(3) 역T자형 수평덕트의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덕트 단면적의 총계로 2배 이상으로 한다.
(4) 역T자형의 급기구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5) 역T자형의 급기구는 반드시 건축물의 마주보는 2면에 설치하고 지표면보다 1 m 이상의 높이
에 설치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E4.2.3.2에 따른다.

E4.3 강제급·배기식
E4.3.1 단독배기통 방식
E4.3.1.1 E4.2.1.1부터 E4.2.1.7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E4.3.1.2 급·배기통은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E4.3.1.3 급·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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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3.2 복합배기통 방식
E4.3.2.1 복합배기통 방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가정용 이외의 경우
(2)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보일러의 경우
(3)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복합배기통용 보일러로 설
계단계검사를 받은 보일러의 경우
(4)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5)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6)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동일한 제조사의 보일러를 같은 배기통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E4.3.2.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6대
이하로 한다.
E4.3.2.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공용부의 단면적은 각 배기
통 단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E4.3.2.4 단독 배기통은 4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
에 접속한다.
E4.3.2.5 배기통의 접속부간의 거리는 그림 E3.2①와 같이 500 ㎜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속
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E4.3.2.6 복합배기통의 최대길이(배기통톱에서 가장 거리가 먼 보일러까지의 배기통 길이를 말한
다)는 복합배기통에 접속되는 개별 보일러의 배기통 최대길이(보일러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기통
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한다.
E4.3.2.7 배기통은 응축수가 배기통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E4.3.2.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E3.2.1, E4.2.1.1부터 E4.2.1.7까지 및 E4.3.1.3의 기준에 따른
다.

E4.3.3 복합공동배기구(금속 이중구조의 복합공동배기) 방식
E4.3.3.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가정용 이외의 경우
(2) 내열·내식성이 있는 금속 이중배기통 시설로서 2013년 12월18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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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장치가 설치된 다음의 연소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3-1) 가스보일러. 다만,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보일러의 경우에는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복합배기통용 보일러로 설계단계검사
를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3-2) 흡수식냉온수기
(3-3) 연료전지
(3-4) 비상용 발전기

범례
복합공동배기구
: 중·대형 가스보일러 또는 흡수식냉온수기
: 가스소비량이 70 ㎾이하인 가스보일러
: 비상용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

그림 E4.3① 복합공동배기구 시공 예
E4.3.3.2 복합공동배기구의 단면형태는 원형으로 한다.
E4.3.3.3 복합공동배기구는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분하고, 관 사이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내부관과 외부관의 간격을 25 ㎜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내부관
25㎜이상(공기 단열층)
외부관

그림 E4.3② 복합공동배기구의 단면적 예
E4.3.3.4 복합공동배기구는 굴곡없이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건물 형태 및 구조상 굴곡
이 있는 형태로 설치할 때에는 최대 굴곡 각도를 90°이하로 하고, 각도에 따른 형상저항계수 값
은 표 E4.3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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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4.3① 각도별 형상저항계수
각도
10。
30。
45。
60。
90。

굴곡없는 수직형태

저항계수 값
0.1
0.2
0.3
0.5
1.2

굴곡이 있는 형태

그림 E4.3③ 복합공동배기구 설치 예
E4.3.3.5 복합공동배기구의 내부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내부관은 길이이음매가 용접으로 접합된 것으로 한다.
(2) 내부관과 내부관의 원주이음매는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한 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체결한다.
E4.3.3.6 복합공동배기구의 외부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외부관은 길이이음매가 용접으로 접합된 것으로 한다.
(2) 외부관과 외부관의 연결은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체결하여 배기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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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관(KS D 3698)

스페이서
V-밴드글로브
V-밴드글로브에
설치된 결합 실란트
채널밴드

내부관(KS D 3698)

공기 절연층(25㎜)

그림 E4.3④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 및 외부관 연결시공 예
E4.3.3.7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는 표 E4.3②와 같다. 다만, 복합공동배기구를 건축물 내부
에 설치할 경우, 외부관은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사용할 수 있다.
표 E4.3②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
구분

재료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부관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의 금속재료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또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이와 동등 이상의 금속재료

외부관

알루미늄 도금 강판(aluminized steel)

E4.3.3.8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 두께는 표 E4.3③과 같다
표 E4.3③ 복합공동배기구의 금속재료 두께
단위 : ㎜
외부관
지름
1 000
1 000
1 500
2 400

내부관(KS D 3698)

미만
∼ 1 500
∼ 2 400
초과

0.8 이상
1.2 이상
1.5 이상
2 이상

KS D 3698
0.6 이상
0.8 이상
1.2 이상

알루미늄 도금강판
(aluminized steel)
0.8 이상
0.8 이상
1.2 이상

E4.3.3.9 복합공동배기구는 자기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고정 최대지
지간격은 표 E4.3④와 같다.

94

KGS GC209

표 E4.3④ 복합공동배기구 지름별 지지간격
내부관 지름(㎜)

지지 간격(m)

2 000 이하

8 이하

2 000 초과

4 이하

E4.3.3.10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가스보일러의 복합배기통방식을 복합공동배기구
에 연결할 때에는 E4.3.2.1부터 E4.3.2.8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E4.3.3.11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 방식을 복합공동
배기구에 연결할 때에는 E4.3.1.1부터 E4.3.1.3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배기 톱은 E4.2.1.1
부터 E4.2.1.3까지, E4.2.1.5부터 E4.2.1.7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E4.3.3.12 연료전지의 단독배기통 방식을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할 때에는 KGS FU551
2.7.2.4.2(1)부터 2.7.2.4.2(9)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배기톱의 경우에는 2.7.2.4.2(1)부터
2.7.2.4.2(3)까지와 2.7.2.4.2(5)부터 2.7.2.4.2(7)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E4.3.3.13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는 복합공동배기구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E4.3.3.14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되는 배기통은 서로 마주보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E4.3.3.15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되는 배기통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온도의 배기가스가
방출되는 배기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설치한다.
E4.3.3.16 복합공동배기구의 연결부(복합배기통 또는 단독배기통과 연결부분)는 복합공동배기구
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연결부분은 용접으로 접합한다.
E4.3.3.17 복합공동배기구의 배기통풍력(PH+PW)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기 통풍저항
(PR+PB+PFV)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PR

: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저항 (㎩)(부록 F 참조)

PB

: 급기부 저항 (㎩)(부록 F 참조)

PFV

: 수평배기통의 저항 (㎩)(부록 F 참조)

PH

: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력 (㎩)(부록 F 참조)

PW

: 연소기의 통풍력 (㎩)(부록 F 참조)

E4.3.3.18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안지름은 E4.3.3.17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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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여기에서,
Dh :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안지름(m)
Q : 최대가스소비량(㎾)
N : 보일러 수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부록 F 참조)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부록 F 참조)
  : 보일러의 효율
 : 배기가스의 평균밀도(㎏/㎥)(부록 F 참조)
 : 배기가스의 평균속도(㎧)(부록 F 참조)


E4.3.3.19 복합공동배가구내의 배기가스 유속은 5 ㎧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E4.3.3.20 복합공동배기구의 톱은 풍압대 밖에 있도록 한다.
E4.3.3.21 복합공동배기구의 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E4.3.3.22 복합공동배기구의 톱은 덮개가 있는 구조로 한다.
E4.3.3.23 복합공동배기구가 바닥 및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의 복합공동배기구에는 보호관을 설치
하고, 그림 E4.3⑤와 같이 방화철판을 사용하여 방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E4.3⑤ 복합공동배기구 방화구획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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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3.3.24 복합공동배기구는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 하여 은폐
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합공동배기구 길이 10 m 마다 1개 이상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
만, 건축물내 밀폐된 배기전용 구조물에 복합공동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1개소 이
상 설치해야 한다.
E4.3.3.25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복합공동배기구 톱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한다.
E4.3.3.26 복합공동배기구 최하부에는 응축수 배출을 위해 수취기를 설치한다.
E4.3.3.27 가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연료전지 및 비상용발전기를 복합공동배기구에 연결하기
전에는 밀폐된 상태로 연막을 주입하고, 5분간의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하여 복합공동배기구의 기
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E4.3.3.28 복합공동배기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표 E4.3⑤와 같이 시
공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표 E4.3⑤ 시공표지판의 예
시
시
공
자
금속
이중
구조
의
복합
공동
배기
구
시
공
내
역

공

표

지

판

명칭또는상호
사무소소재지
시공자성명

(전화번호)

제조자명
제조년월(제조번호)
재질
호칭 및 길이
A/S 연락처
설치기준적합여부
시공년월일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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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단면적 산정 방법 (부록 E 관련) <신설 17.9.29>
F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복합공동배기구의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해 산출되는 내부관의 안지름
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F2.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 산출 방법
F2.1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
“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이란 복합공동배기구의 원활한 배기를 위해
배기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안지름을 말한다.

F2.2 안지름 산정 방법
F2.2.1 배기저항에 대한 배기통풍력 확보를 위한 안지름의 산정은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보기와 같이 한다.

(1) 계산 조건(보기)
ㅇ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조건
최대 가스 소비량
보일러 효율
보일러의 통풍력
배기가스 온도
연도직경
복합배기통 직경

50,000 kcal/h
94 %
최대 350 Pa
65 ℃
0.075 m
0.25 m

ㅇ 설치현장에서 정해지는 조건
보일러 설치 수
복합공동배기구 높이
연도 높이
연도 길이
연도 굴곡
복합배기통 길이
복합배기통 굴곡
마찰 계수(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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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
63.1 m
1 m
0.4 m
없음(수직)
17 m
9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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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의 단면적 계산(보기)

           
※ 배기통풍력(PH+PW)은 배기통풍저항(PR

+

PR :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저항 (㎩),
PFV : 수평연도의 저항 (㎩),
PW : 연소기의 통풍력 (㎩),

PB

+

PFV) 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PB : 급기부 저항 (㎩),
PH :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력 (㎩)

(2-1)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저항(PR)




    ×  ×  








  ×  ×  




SE : 안전계수(1.2),  ; 마찰저항 계수(0.03), L : 복합공동배기구의 길이(m)
Dh : 복합공동배기구의 직경(m),

 : 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ρm : 복합공동배기구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Vm : 복합공동배기구내 배기가스의 평균속도(m/s)
※ 각도에 따른 형상저항 계수
γ(각도)

저항계수 값

γ(각도)

저항계수 값

γ(각도)

저항계수 값

10°

0.1

45°

0.3

90°

1.2

30°

0.2

6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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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복합공동배기구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 구하기

  


(단위 : ㎏/㎥)

여기서,          ,

     ∆ 
       ∆ 
Tm에 대한 식에 T2, T3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 ∆    ×  × ∆ 
= 338 K - 17 m × 0.24 K/m - 0.6 × 63.1 m × 0.12 K/m
= 329.38 K


그러므로,        ㎏/㎥


(2-1-1) 복합공동배기구 배기가스의 평균속도(Vm) 구하기

Tm : 복합공동배기구 배기가스의 평균온도(K), T1 : 배기가스 온도(K)
T2 : 복합배기통 출구부분의 배기가스 온도(K), T3 : 복합공동배기구 출구의 배기가스온도(K)
LV : 복합배기통의 길이(m), ∆T : 복합공동배기구내 온도강하(0.12 K/m)
∆TV : 복합배기통내 온도강하(0.24 K/m)


    (단위 : m/s)
 × 
여기서,
     ×  



     ×  로 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Vm에 대한 식에 ,
 ×  ×  × 
  

  ×   ×   ×  × 

 : 배기가스의 질량 유량(㎏/s), A : 복합공동배기구의 단면적(㎡), N : 보일러 수

Q : 보일러 정격 출력(㎾), G : 연료소비량(Kg/s),   : 보일러의 효율(%)

Hl : 연료의 저위발열량(KJ/㎏),

Vg : 단위연료당 배기가스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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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참고로, N = 38대 (총 보일러 설치 수), Vg : 14.7 N㎥/kg(도시가스인 경우)
Hl = 64,461.54 kJ/㎏(도시가스인 경우)

    ×  ×  

그러므로,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저항(PR)은




   ×  ×  






×  × 




 



 
  × ×     ×  × 




 
 




(2-2) 보일러의 급기부 저항(PB)
강제배기식 보일러의 경우 급기 연도가 존재 하지 않아, 급기부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3) 수평연도의 저항(PFV)
보일러와 복합배기통을 연결해주는 연도의 저항도 수평연도의 저항에 포함되어 계산함에 따
라 수평연도의 저항은 복합배기통의 저항과 연도의 저항의 합한 값에 연도의 높이에 따른
배기통풍력 값을 빼주어 산출한다


   ×  ×  













  ×  ×  








  ×  ×     × ×   




  


×  ×  


SE : 안전계수(1.2),  ; 복합배기통 마찰저항 계수(0.03), Lv : 복합배기통의 길이(m)
Dhv : 복합배기통의 직경(m),




 :

복합배기통 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ρmV : 복합배기통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Vmv : 복합배기통내 배기가스의 평균속도(㎧)
Hv : 연도의 높이(m), ρL : 외기의 밀도, g : 중력가속도(9.81㎨)
SE : 안전계수(1.2),  ; 연도 마찰저항 계수(0.03), Lz : 연도의 길이(m)
Dhz : 연도의 직경(m),



 :

연도형상저항 계수들의 합



ρmZ : 연도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Vmz : 연도내 배기가스의 평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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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연도내 배기가스 평균밀도(ρmZ)
연도의 길이가 짧으므로(0.4 m) 연도내 배기가스 온도는 같다고 가정한다.


       K , 그러므로     

(2-3-2) 연도내 배기가스 평균속도(Vmz)

 ×  × 
  

 ×  × × ×
 × ×


 × × × ×
 
(2-3-3) 복합배기통내 배기가스 평균밀도(ρmV)


   (단위 : ㎏/㎥)


  

여기서,    ,     ∆ 이므로, T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  ×   ×
       K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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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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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배기가스 온도(K), T2 : 복합배기통 출구 부분의 배기가스 온도(K)
LV : 복합배기통의 길이(m), ∆TV : 복합배기통내 온도강하(0.24 K/m)
(2-3-4) 복합배기통내 배기가스 평균속도(Vmv)

 ×  ×  × 
  
 ×  × × ×
 × × ×


 × × × ×
 



(2-3-5) 복합배기통형상저항 계수의 합(



 )

복합배기통은 한번의 굴곡과 수평으로(90 °)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계산






 

(2-3-6) 외기의 밀도(ρL)
외기의 밀도는 대기압력과 기체상수로 구해지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PL : 대기압력(101,325 ㎩), RL : 기체상수(287.05 J/㎏-K)
TL : 외부대기 온도(K)
※ 외부대기 온도는 배기조건의 환경이 나쁜 경우를 위해 35 ℃로 가정함.



       ㎏/㎥
  × 
 × 
위에서 계산한 (2-3-1)부터 (2-3-6)까지의 값을 대입하여 수평연도의 저항(PFV)을 구한
다




   ×  ×  




PFV









  ×  ×     × ×   






  ×  ×     ×  ×  





  × ×    ×  ×   × ×  




 × ×    ×  ×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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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복합공동배기구의 통풍력(PH)

    ×  ×     (단위:㎩)
H : 복합공동배기구 높이(m), g : 중력가속도(9.81㎨), ρL: 외기의 밀도(㎏/㎥)
ρm : 복합공동배기구내 배기가스의 평균밀도(㎏/㎥)

    ×  ×       ×  ×      ㎩
(2-5) 보일러의 통풍력(Pw)
보일러의 통풍력은 보일러의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값을 따른다.

Pw = 350 ㎩
(2-6) 단면적 계산을 위한 지배방정식(PR + PB + PFV < PH + PW)
위에서 산출된 값을 지배방정식에 대입하면

PR + PB + PFV < PH + PW
 
    

 


≺

→

 

위의 식에서 복합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으며, 최종 단면적 산출을 위한 검증
식으로서 활용한다.
(2-7) 복합공동배기구의 배기가스 속도에 따른 내부관의 안지름(Dh)
복합공동배기구에서 배기가스의 속도는 5㎧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복합공동배
기구의 안지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1)의 복합공동배기구의 평균속도(Vm)식을 Dh에 대하여 정리하면

 


 ×  ×  × 

 ×  × × ×



따라서,  






 ×  ×  × 

 ×  × × ×


















 × × ×

 × × × ×



= 0.36 m

(2-8) 복합공동배기구의 내부관 안지름(Dh) 결정
(2-7)에서 도출된 안지름을 (2-6)의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복합공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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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내부관의 안지름으로 사용한다.

Dh = 0.36을 (2-6)의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면, 다음의 지배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한다.



     





≺

  

(3)계산 결과 해석
(1)의 계산조건(보기)의 공동복합배기구 내부관 안지름은 0.36 m(360 mm)로 설계 시 복
합공동배기구내의 배기가스 속도(5㎧)를 만족하고, 배기저항보다 큰 배기통풍력을 확보함.
따라서, 복합공동배기구 내부관 안지름은 0.36 m(360 mm) 이상으로 설계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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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1993년 11월 28일 이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신설 17.9.29>
G1 공통사항
G1.1 가스보일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G1.1.1 반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한다.
G1.1.2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및 그 밖의 불연성재료로 한다.
G1.1.3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하는 때는 금속외의 불연성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G1.1.4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않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 때문에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G1.1.5 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한다.
G1.1.6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한다.
G1.2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G1.3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고,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G1.4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2) 불완전연소 시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의 보일러
(3) 전용급기구를 외기와 통하게 설치된 보일러
G1.5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한다.
G1.6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급·배기장치 등의 구조는 다음 G2 또는 G3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가스보일러 제작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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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7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그림 G1.7의 시공표지판을 부착한다.

시공표지판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공관리자 성명
가스보일러 제조회사명
가스보일러의 기종 및 제조번호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시공 년 월 일
그 밖의 특이사항
그림 G1.7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G1.7.1 규격은 (0.12 ×9) m로 한다.
G1.7.2 재료는 100 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로 한다.
G1.7.3 시공표지판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2) 시공자 등록번호(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는 국가기술자격종
목·등급 및 등록번호,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양성교육 이수번호)
(3)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시공관리자 성명
(5) 가스보일러 제조회사명
(6) 가스보일러의 기종 및 제조번호
(7)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적합 여부
(8) 시공연월일
(9) 그 밖의 특기사항
G1.7.4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표지판에 기재사항을 명확히 적은 후 가스보일러 본체
중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단단하게 붙인다.

G1.8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고, 그 사본(26
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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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G2.1 자연배기식
G2.1.1 배기통
G2.1.1.1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재료로 한다.
G2.1.1.2 배기통의 높이(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식에서 계산한 수치 이상으로 한다.
＋n＋
h
Av
  
H
여기에서
h : 배기통의 높이(m)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Av :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H : 가스소비량(㎉/h)

그림 G2.1.1.2 배기통의 높이

G2.1.1.3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G2.1.1.4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입상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G2.1.1.5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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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1.6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 등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울기가
없게 한다.
G2.1.1.7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G2.1.1.8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G2.1.1.9 배기통은 내부 청소를 위한 청소구를 설치한다.
G2.1.1.10 배기통의 옥외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2.1.1.11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G2.1.1.12 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G2.1.1.13 배기톱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9m 이상으로 하고, 배기톱 상단부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타 건물의 처마로부터 0.9 m 이상 높게 한다.
G2.1.1.14 배기톱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gk는 구조로 다익형,
H형, 경사H형, P형 등으로 한다.
G2.1.1.15 G1.4.3에 따라 주택의 전용보일러실외에 자연배기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의
1차배기통 직상부에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G2.1.2 급기구 및 환기구
G2.1.2.1 급기구는 보일러에 설치한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G2.1.2.2 수시로 개방하도록 하는 구조의 급기구 또는 외기와 접하게 설치된 창 등으로서 급기에
이용되도록 한 구조의 개구부(수기 개방형 급기구)의 크기는 다음 식에 따라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한다.

  n  
Av  H 
h



여기에서
Av : 개구부의 면적(㎠)
H : 가스소비량(㎉/h)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h : 배기통의 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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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2.3 상부 환기구의 면적은 가스소비량 1 000 ㎉/h당 유효 개구면적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36 000 ㎉/h 이하이고 또한 보일러가 설치된 실의 넓이가 1 ㎡당 가스소비량이 7 000
㎉/h 이하의 경우에만 상부환기구로서 급기구를 갈음할 수 있다.
G2.1.2.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고,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치한다.
G2.1.2.5 상부환기구 및 급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이고, 급기구는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되게 한다.
G2.1.2.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G2.1.2.7 지하실 등에서 급기팬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급기팬 등의 능력은 이론가스배기량[1 000 ㎉/h
(0.085 ㎏/h)당 1.08 ㎡]의 2배 이상으로 한다.

G2.2 챔버방식
G2.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G2.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G2.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설치벽·측면·차단판·천장·바닥등) 및 배기구 주변 150 ㎜,
상방 600 ㎜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G2.2.4 챔버급기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급기구유효면적 = 유효개구면적 - 배기통 단면적
G2.2.5 차단판의 최하부에 70 ㎜정도의 공간(보조급기구)을 설치한다.
G2.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 이상 나오게 한다.
G2.2.7 배기통의 높이는 가로 길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G2.3 강제배기식
G2.3.1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
G2.3.1.1 배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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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1.1 배기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인 것으로 한다.
G2.3.1.1.2 배기팬은 보일러 사용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G2.3.1.1.3 정전 또는 배기팬 고장 시에는 가스를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G2.3.1.1.4 가스의 차단장치는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배기팬의 기능이 복귀될 경우 생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G2.3.1.1.5 배기통에 설치된 배기팬의 배기통은 통기저항 및 옥외 풍압 이상으로서 이론가스
배기량[1 000 ㎉/h (0.085 ㎏/h)당 1.08 ㎡] 2배 이상으로 한다.
G2.3.1.1.6 자연배기식 급·배기설비중 보일러의 배기통에 부착되는 배기팬의 성능은 보일러의 연소
및 효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G2.3.1.2 배기통
G2.3.1.2.1 배기통의 구경은 배기팬의 능력 이상으로 한다.
G2.3.1.2.2 배기통의 수평부는 경사가 있어 응축수를 외부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2.3.1.2.3 배기통 톱에는 새·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직경 16 ㎜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G2.3.1.2.4 배기통톱의 전방·측변·상하주위 0.6 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0.6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G2.3.1.2.5 배기통톱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G2.3.1.3 급기구
G2.3.1.3.1 급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G2.3.1.3.2 급기구는 옥외 또는 현관 등 통기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고, 배기톱으로부터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 한다.
G2.3.2 강제배기식 보일러
강제배기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G2.3.1.2, G2.3.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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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 복합배기통
G2.4.1 동일 실내에서 벽면의 상태 등 때문에 각각의 배기통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G2.4.2 자연배기식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대로 한정한다.
G2.4.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복합부분에서는 각 배기통의 합계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G2.4.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은 보일러의 접속부로부터 300㎜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로 공용부에 접속한다.
G2.4.5 공용부에 접속하는 각 배기통의 접속부는 250㎜ 이상 떨어뜨리고 공용부와의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같은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G2.4.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G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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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G2.4.6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시

G2.5 공동주택 공동배기방식
G2.5.1 공동배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G2.5.1.1 공동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m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배기구에 연결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한다.
G2.5.1.2 공동배기구의 평균 유효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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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유효높이

a1 + a2 + a3 + ···
보일러수

=

여기에서
a1 + a2 + a3 + ··· : 각각의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에서 공동배기구 최상부까지의
높이(그림 G2.5.1.18 참조)
G2.5.1.3 접속 가능한 보일러의 총가스 소비량 및 보일러의 수는 표 G2.5.1.3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공동배기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고층부·저층부등
가까운 계층끼리 공동배기구를 설치한다.
표 G2.5.1.3 접속가능 보일러수 및 가스소비량
공동배기구의
평균유효높이
10 m 이하

연결된 보일러의 총가스
소비량(㎉/h)
125 000

10 m 초과 - 15 m 이하

156 000

11 이하

15 m 초과

172 000

12 이하

접속되는 보일러수
10 이하

G2.5.1.4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며, 동시사용율은 표 G2.5.1.4와 같다.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 = 배기통 단면적의 총합 × 동시사용율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표 G2.5.1.4 동시사용율
보일러수
1
2
3
4
5
6
7
8
9
10

보일러의 동시사용율(F)
온수기등
보일러
비 고
1.00
1.00
1.00
1.00
동시사용율(F)는 실정
1.00
1.00
0.90
0.95
에 맞도록 정하되 표의
0.83
0.92
값보다 작지 않도록 한
0.77
0.89
다.
0.72
0.86
0.68
0.84
0.65
0.82
0.63
0.81

11

0.61

0.8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상

0.60
0.59
0.58
0.57
0.56
0.55
0.54
0.53
0.52
0.50

0.80
0.80
0.79
0.79
0.78
0.78
0.77
0.76
0.76
0.75

G2.5.1.5 공동배기구의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하고, 가로 세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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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1:1.4 이하로 한다.
G2.5.1.6 같은층에서 공동배기구로 연결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G2.5.1.7 공동배기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G2.5.1.8 공동배기구는 주위에 공기층이 있는 등 단열성이 좋은 경우 이외에는 보온한다.
G2.5.1.9 공동배기구 최하부에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G2.5.1.10 공동배기구 및 배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G2.5.1.11 공동배기구내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2 m 이상, 공동배기구내 이웃한 두 배기통 끝의 높이
차이는 0.25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렇지 않다.
G2.5.1.12 공동배기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G2.5.1.13 공동배기구톱은 풍압대 밖에 있게 한다.
G2.5.1.14 공동배기구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G2.5.1.15 공동배기구내 접속되는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배기통의 재료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로 두께 0.3 ㎜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내열성·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G2.5.1.16 보일러 설치실에는 반드시 외기와 통하는 급기구를 설치하고 급기구의 단면적은 각각 단독배기통
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G2.5.1.17 보일러 설치실에는 환기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환기팬용 급기구를 충분한 크기로 설치한다.
G2.5.1.18 G1.4(2) 또는 G1.4(3)에 따라 반밀폐식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가스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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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G2.5.1.18 공동배기구의 설치 예시

G3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 기준
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 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G3.1 일반사항
G3.1.1 급·배기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G3.1.2 급·배기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G3.1.3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배기톱의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3.1.4 급·배기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톱
은 바깥벽에 설치한다.
G3.1.5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 부착한다.

G3.2 자연급·배기식
G3.2.1 외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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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2.1.1 급·배기톱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하되 수평이 되게
한다.
G3.2.1.2 급·배기톱은 양측면 또는 상하 1 500 ㎜ 이내의 간격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G3.2.1.3 급·배기톱은 전방 15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G3.2.1.4 급·배기톱의 벽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G3.2.1.5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0 ㎜ 위쪽에 설치한다.
G3.2.1.6 급·배기톱과 상방향 건축물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0 ㎜ 이상으로 한다.
G3.2.2 챔버식
G3.2.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G3.2.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 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G3.2.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설치벽·측면·차단판·천장·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상방 600 ㎜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G3.2.2.4 챔버급기구의 크기
급기구 유효면적 = 유효개구면적 - 배기통 단면적
G3.2.2.5 차단판 최하부에 70 ㎜정도의 공간(보조 급기구)을 설치한다.
G3.2.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 이상 나오게 한다.
G3.2.2.7 챔버내 배기통의 수직 입상높이는 바닥설치형일 경우 700㎜, 벽걸이형일 경우 200㎜ 이상으로
한다.
G3.2.3 덕트식
G3.2.3.1 공통사항
G3.2.3.1.1 공동 급·배기덕트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공동급·배기덕트용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G3.2.3.1.2 공동 급·배기덕트는 보일러 전용으로 하고, 일반 환기덕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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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2.3.1.3 급·배기톱의 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한다.
G3.2.3.1.4 배기덕트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것으로 한다.
G3.2.3.1.5 덕트는 기밀이 충분히 유지되게 한다.
G3.2.3.1.6 배기덕트는 충분히 보온한다.
G3.2.3.1.7 급·배기덕트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건축중 덕트 안에 이물질(모르타르 등)이 들어가
안쪽 면에 부착되지 않게 한다.
G3.2.3.1.8 덕트 안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G3.2.3.1.9 덕트의 상부 끝부분은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G3.2.3.2 U덕트식
G3.2.3.2.1 급기 및 배기덕트의 단면적은 다음 식에서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한다.
Z×F ×Q
A
 
여기에서
A : 단면적(㎠)
Z : 공동급·배기덕트 단면계수(㎠/1 000 ㎉/h)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Q : 1개의 공동급·배기덕트에 접속되는 각 가스보일러의 표준가스소비량(q)의 총계(㎉/h)
표 G3.2.3.2.1 단면계수(Z)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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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계수(Z)

3

21.6

4

24.3

5

25.4

6

25.7

비

고

각층의
높이가
2.5~3.0m
건물에
적용한다.

층수

단면계수(Z)

12

26.2

13

26.1

14

26.0

15

25.9

7

26.1

16

25.9

8

26.1

17

25.8

9

26.2

18

25.7

10

26.3

19

25.6

11

26.2

20

25.6

비

고

각층의
높이가
2.5~3.0m
건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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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2.3.2.2 배기덕트의 수직덕트 단면형태는 가능한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하고, 가로 세로의 비는 1:1.4
이하로 한다.
G3.2.3.2.3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풍압에 평형이 되게 배치한다.
G3.2.3.2.4 덕트의 아랫부분은 통풍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G3.2.3.2.5 덕트의 아랫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G3.2.3.2.6 덕트의 아랫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G3.2.3.3 SE덕트식
G3.2.3.3.1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위치는 풍압대 범위를 피한다.
G3.2.3.3.2 급기구는 건축물의 하부에 설치하되 풍압에 평형이 되도록 건축물 외벽의 4면에 균등히
배치한다.
G3.2.3.3.3 역T자형 수평덕트의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덕트 단면적의 총계로 2배 이상으로
한다.
G3.2.3.3.4 역T자형의 급기구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G3.2.3.3.5 역T자형의 급기구는 반드시 건축물의 마주보는 2면에 설치하고 지표면보다 1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G3.2.3.3.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G3.2.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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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G3.2.3.3.6① SE 및 U덕트의 설치 예시

그림 G3.2.3.3.6② U덕트의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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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G3.2.3.3.6③ SE덕트의 설치 예시

G3.3 강제급·배기식
G3.3.1 급·배기통의 주위조건은 G3.2.1.1부터 G3.2.1.4까지에 따른다.
G3.3.2 급·배기통의 옥외부분은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G3.3.3 급·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

121

2021

KGS GC209

2021

부록 H 1993년 11월 28일 후 2017년 8월 24일 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신설 17.9.29>

H1.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는 밀폐식으로서 H1.2.4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
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H1.1 적용범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보일러 및 (1)부터 (3)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
다.
(1)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것
(2) 사용연료가 다르거나,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기기와 같이 같은 층의
같은 실에 설치한 것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것

H1.2 보일러 공통 설치기준
H1.2.1 바닥설치형 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보일러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H1.2.2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
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H1.2.3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
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2)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H1.2.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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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
닥면적 1 ㎡마다 300 ㎠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H1.2.5 전용보일러실에는 환기팬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레인
지 배기덕트(후드)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H1.2.6 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H1.2.7 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한다.
H1.2.8 부록H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른다.
H1.2.9 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그림 H1.2.9의 시공 표지판을 부
착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시공표지판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등록번호
시공자
사 무 소 소 재 지
시공관리자성명
제
보일러
(온수기)

조

모델명
제

자

및

조

(전화번호)

기종

번

호

설치기준적합여부
시공내역

시
특

공
기

년

월
사

일
항

[비고]
ㅇ (규격) (0.12×0.09) ㎝(온수기는 (0.09×0.06) m)
ㅇ (재료) 100 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그림 H1.2.9 보일러 시공표지판
H1.2.10 H1.2.9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규칙 제75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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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표 H1.2.10의 예
와 같이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 (지
질 :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표 H1.2.10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제

호

가스보일러(온수기) 설치·시공 확인서
사
용
자

시
공
자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전 화)

④건축물소재지
⑤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
호

⑦대

⑧ 주민등록번호

표

자

⑨사무소소재지
건
축
물

(
)

보온
일수
러기

시
공
내
역

(전 화)

⑩ 분

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

⑪ 규

모

건축면적( ), 난방면적( ), ( 평형) ( 세대) ( 층
수
)

⑫제

명

⑬제조번호

명

⑮ 급·배기방식

사용가스종류

난방출력

배 기 통 재 료

배

⑭모

보

조

자
델

일

러

설

치

장

시 공 년 월 일

소

기

통

높이: m, 직경 : m

전용보일러실, 기타(
년

월

)
일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시
공
·
확
인
사
항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막힘 여부
가스누출여부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KGS FU431, FU432, FU433의 2.7.1.2.10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상기 시공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발생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

H1.2.11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 때문에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 보일러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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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12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
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H1.2.13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H1.2.1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톱 및 공동배기구톱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 이상이 되게 한다.
H1.2.15 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피구 직상부로 한
다.
H1.2.16 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게 하며, 배기
통과 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게 한다.

H1.3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
H1.3.1 자연배기식
H1.3.1.1 단독배기통 방식
H1.3.1.1.1 배기통의 높이(역풍방지장치 개구부의 하단에서 배기통 끝 개구부까지의 높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는 다음 식에서 계산한 수치 이상으로 한다.
＋n＋
h
Av
  
Q
여기에서
h : 배기통의 높이(m)
n : 배기통의 굴곡수
ℓ :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으로부터 배기통 끝의 개구부까지의 전길이(m)
Av : 배기통의 유효단면적(㎠)
Q : 가스소비량(㎾)
H1.3.1.1.2 배기통의 굴곡수는 4개 이하로 한다.
H1.3.1.1.3 배기통의 입상높이는 원칙적으로 10 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입상높이가 1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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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1.1.4 배기통의 끝은 옥외로 뽑아낸다.
H1.3.1.1.5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 m 이하로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물고임이나 배기통 앞 끝의
기울기가 없게 한다.

그림 H1.3.1.1 배기통의 높이
H1.3.1.1.6 배기통은 자중·풍압·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H1.3.1.1.7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작지 않
도록 한다.
H1.3.1.1.8 배기통의 옥외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1.3.1.1.9 배기통은 점검·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
를 설치한다.
H1.3.1.1.10 배기톱의 위치는 풍압대를 피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H1.3.1.1.11 배기톱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고 배기톱 상단
으로부터 수평거리 1 m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 m 이상 높게 한
다.
H1.3.1.1.12 배기톱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하는 구조로 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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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H형, 경사 H형, P형 등으로 한다.
H1.3.1.1.13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H1.3.1.1.14 상부환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높게 설치하며, 최소한 보일러 역풍방지장치보다 높게
설치한다.
H1.3.1.1.15 상부환기구는 외기와 통기성이 좋은 장소이고, 급기구는 통기성이 좋은 장소에 개구
되게 한다.
H1.3.1.1.16 급기구 또는 상부환기구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보일러 연소실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
지 않는 구조로 한다.
H1.3.1.2 챔버방식
H1.3.1.2.1 챔버는 급·배기를 위한 전용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H1.3.1.2.2 챔버를 구성하는 내부벽면은 밀폐구조로 한다.
H1.3.1.2.3 챔버를 구성하는 내벽(보일러설치벽·측면·차단판·천장·바닥 등) 및 배기구 주변
150 ㎜, 상방 600 ㎜ 이내에는 불연성·내식성의 물질로 한다.
H1.3.1.2.4 챔버급기구의 크기는 다음 식에 따른다.
급기구유효면적 = 유효개구면적 - 배기통 단면적
H1.3.1.2.5 차단판의 최하부에 70 ㎜정도의 공간(보조급기구)을 설치한다.
H1.3.1.2.6 배기톱은 급기구면보다 20 ㎜ 이상 나오게 한다.
H1.3.1.2.7 배기통의 높이는 가로 길이의 0.6배 이상으로 한다.
H1.3.1.3 복합배기통 방식
H1.3.1.3.1 동일 실내에서 벽면의 상태 등에 의하여 각각의 배기통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H1.3.1.3.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2
대로 한정한다.
H1.3.1.3.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복합부분에서는 각 배기통의 합계 단면
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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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1.3.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은 보일러의 접속부로부터 3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속한다.
H1.3.1.3.5 공용부에 접속하는 각 배기통의 접속부는 250 ㎜ 이상 떨어뜨리고 공용부와의 접속부
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H1.3.1.3.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H1.3.1.1에 따른다.

그림 H1.3.1.3 복합 배기통 설치 예
H1.3.1.4 공동배기방식
공동배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H1.3.1.4.1 공동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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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배기구에 연결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한다.
H1.3.1.4.2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A = 6.977×10-4×Q×K×F+P
여기에서
A : 공동배기구의 유효단면적(㎟)
Q : 보일러의 가스소비량 합계(㎾)
K : 형상계수[표 H1.3.1.4① 참조]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표 H1.3.1.4② 참조]
P : 배기통의 수평투영면적(㎟)
표 H1.3.1.4① 내부면 모양에 따른 형상계수
구분

형상계수

내부 면이 원형일 때

1.0

내부 면이 정사각형일 때

1.3

내부 면이 직사각형일 때

1.4

표 H1.3.1.4② 보일러의 동시사용율 표
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보일러 수량

동시사용율(F)

1

1.00

12

0.80

2

1.00

13

0.80

3

1.00

14

0.79

4

0.95

15

0.79

5

0.92

16

0.78

6

0.89

17

0.78

7

0.86

18

0.77

8

0.84

19

0.76

9

0.82

20

0.76

10

0.81

21이상

0.75

11

0.80

H1.3.1.4.3 공동배기구는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하고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원형 또는 정
사각형에 가깝도록 하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4 이하로 한다.
H1.3.1.4.4 동일층에서 공동배기구로 연결되는 보일러의 수는 2대 이하로 한다.
H1.3.1.4.5 공동배기구의 재료는 내열·내식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H1.3.1.4.6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별도의 배기구를 설치하고 그
재료가 금속재일 때는 보온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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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1.4.7 공동배기구 최하부에는 청소구와 수취기를 설치한다.
H1.3.1.4.8 공동배기구 및 배기통에는 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하지 않는다.
H1.3.1.4.9 공동배기구에 접속하는 보일러의 배기통높이 및 수평길이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에서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배기통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0.6 m 이상
0.6 m 미만인 경우에는 수평길이를 1 m 이하로 한다.
(2)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에서 공동배기구에 접속되는 배기통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0.6 m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통 수평길이를 5 m 이하로 한다.
H1.3.1.4.10 공동배기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기밀을 유지한다.
H1.3.1.4.11 공동배기구는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와 접하고 있는 면을 이중벽으로 하거나 실내측
벽에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마감처리를 한 구조로 하고,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최초로 공동배기
구에 연결하기 전에는 연막을 주입하는 등의 시험으로 공동배기구의 기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다.
H1.3.1.4.12 공동배기구톱은 풍압대 밖으로 설치한다.
H1.3.1.4.13 공동배기구톱은 통기저항이 적고 유풍 시 흡인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H1.3.1.4.14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H1.3.1.4.15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H1.3.1.1.13부터 H1.3.1.1.16까지의 기준에 따
른다.
H1.3.1.4.16 공동배기구의 배기통톱까지 단독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에 적합하게 한다.
H1.3.1.4.17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공동배기구톱 개구부하단까지 수직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한
다.
H1.3.1.4.18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는 공동배기구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H1.3.2 강제배기식
H1.3.2.1 단독배기통방식
H1.3.2.1.1 배기통의 유효단면적은 보일러 또는 배기팬의 배기통 접속부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한
다.
H1.3.2.1.2 배기통은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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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H1.3.2.1.3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H1.3.2.1.4 배기통톱에는 새·쥐 등 직경 16 ㎜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
다.
H1.3.2.1.5 배기통톱의 전방·측변·상하주위 0.6 m(방열판이 설치된 것은 0.3 m) 이내에 가연
물이 없어야 한다.
H1.3.2.1.6 배기통톱 개구부로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가 없어야 한다.
H1.3.2.1.7 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H1.3.1.1.13부터 H1.3.1.1.16까지에 적합하게
한다.
H1.3.2.2 챔버방식은 H1.3.1.2의 기준에 따른다.
H1.3.2.3 공동배기방식
H1.3.2.3.1 H1.3.1.4.1부터 H1.3.1.4.8까지 및 H1.3.1.4.10부터 H1.3.1.4.18까지에 적합하게 한
다.
H1.3.2.3.2 공동배기구 안에 설치하는 배기통톱은 선단이 막히고 주위가 개방된 구조로 한다.
H1.3.2.4 복합배기통 방식
H1.3.2.4.1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보일러의 복합배기통 방식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1) 가정용 이외의 경우
(1-2)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
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복합배기통용 보일러
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보일러의 경우
(1-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1-4)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1-5)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동일한 제조사의 보일러를 같은 배기통
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6대 이하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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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공용부의 단면적은 각 배기통 단
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단독 배기통은 4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곳에서 공용부에 접
속한다.
(5) 배기통의 접속부간의 거리는 그림 H1.3.2와 같이 500 ㎜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6) 복합배기통의 최대길이(배기통톱에서 가장 거리가 먼 보일러까지의 배기통 길이를 말한다)는
복합배기통에 접속되는 개별 보일러의 배기통 최대길이(보일러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기통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한다.
(7) 배기통은 응축수가 배기통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H1.3.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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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H1.3.2 복합 배기통의 설치 예

H1.4 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
H1.4.1 일반사항
H1.4.1.1 밀폐형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게 밀
폐한다.
H1.4.1.2 급·배기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H1.4.1.3 급·배기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한다.
H1.4.1.4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배기톱의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H1.4.1.5 급·배기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톱은 바깥벽에 설치한다.
H1.4.1.6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 부착한다.
H1.4.1.7 급·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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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H1.4.2 자연급·배기식
H1.4.2.1 외벽식
H1.4.2.1.1 급·배기톱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게 설치하되 수평이
되게 한다.
H1.4.2.1.2

급·배기톱은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거리가 1 500 ㎜ 미만인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H1.4.2.1.3 급·배기톱은 전방 15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H1.4.2.1.4 급·배기톱의 벽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H1.4.2.1.5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0 ㎜ 위쪽에 설치한다.
H1.4.2.1.6 급·배기톱과 상방향 건축물 돌출물과의 이격거리는 250 ㎜ 이상으로 한다.
H1.4.2.1.7 급·배기통 톱 개구부로 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H1.4.2.2 챔버식
H1.4.2.2.1 H1.3.1.2에 적합하게 한다.
H1.4.2.2.2 챔버내 배기통의 수직 입상높이는 바닥설치형일 경우 700 ㎜, 벽걸이형일 경우 200
㎜ 이상으로 한다.
H1.4.2.3 덕트식
H1.4.2.3.1 공통사항
(1) 공동 급·배기덕트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공동급·배기덕트용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공동 급·배기덕트는 보일러 전용으로 하고 일반 환기덕트와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급·배기톱의 관통부는 급·배기톱 본체와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
록 한다.
(4) 배기덕트의 재료는 불연성·내열성·내식성의 것으로 한다.
(5) 덕트는 기밀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6) 배기덕트는 충분히 보온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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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배기덕트는 시공 시 수직이 되게 설치하고 건축 중 덕트 안에 이물질(모르타르 등)이 들
어가 내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8) 덕트 안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9) 덕트의 상부 끝부분은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새·쥐 등 직경 16 ㎜ 이상
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H1.4.2.3.2 U덕트식
(1) 급기 및 배기덕트의 단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한다.
A   × Z × F × Q
여기에서
A : 단면적(㎠)
Z : 공동급·배기덕트 단면계수(㎠/㎾)[표 H1.4.2.3 참조]
F : 보일러의 동시사용율[표 H1.3.1.4② 참조]
Q : 1개의 공동급·배기덕트에 접속되는 각 가스보일러의 표준가스소비량(Q)의 총계(㎾)
(2) 배기덕트의 수직덕트 단면형태는 될 수 있는 한 정사각형에 가깝게 하고 가로 세로의 비는
1:1.4 이하로 한다.
(3)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풍압에 평형이 되게 배치한다.
(4) 덕트의 아랫부분은 통풍저항이 적은 구조로 한다.
(5) 덕트의 아랫부분은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덕트의 아랫부분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층수

단면
계수(Z)

층수

단면
계수(Z)

3

21.6

12

26.2

4

24.3

13

26.1

5

25.4

6

25.7

14

26.0

15

25.9

7

26.1

16

25.9

8

26.1

17

25.8

9

26.2

18

25.7

10

26.3

19

25.6

11

26.2

20

25.6

비

고

각층의 높이가
2.5 ~ 3.0 m
건물에 적용
한다.

비

고

각층의 높이가
2.5 ~ 3.0 m
건물에 적용
한다.

표 H1.4.2.3 층수에 따른 단면계수(Z)
H1.4.2.3.3 SE덕트식
(1) 덕트의 상부 끝부분의 위치는 풍압대 범위를 피하여야 한다.
(2) 급기구는 건축물의 하부에 설치하되 풍압에 평형이 되게 건축물 외벽의 4면에 균등히 배치한
다.
(3) 역T자형 수평덕트의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덕트 단면적의 총계로 2배 이상으로 한다.
(4) 역T자형의 급기구 유효단면적은 접속되는 전수직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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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T자형의 급기구는 반드시 건축물의 마주보는 2면에 설치하고 지표면보다 1 m 이상의 높이
에 설치한다.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H1.4.2.3.2에 따른다.

그림 H1.4.2.3 SE 및 U 덕트 설치 예시
H1.4.3 강제급·배기식
H1.4.3.1 단독배기통 방식
H1.4.3.1.1 H1.4.2.1.1부터 H1.4.2.1.7까지에 적합하게 한다.
H1.4.3.1.2 급·배기통은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H1.4.3.1.3 급·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
H1.4.3.2 복합배기통 방식
H1.4.3.2.1 복합배기통 방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가정용 이외의 경우
(2)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 ㎾ 이하인 보일러의 경우
(3)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따라 복합배기통용 보일러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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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계검사를 받은 보일러의 경우
(4)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5)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6)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동일한 제조사의 보일러를 같은 배기통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H1.4.3.2.2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보일러와는 연결하지 않으며, 연결하는 보일러의 수는 6
대 이하로 한다.
H1.4.3.2.3 배기통의 단면적은 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공용부의 단면적은 각 배
기통 단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H1.4.3.2.4 단독 배기통은 400 ㎜ 이상의 입상높이를 유지하고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로 공용
부에 접속한다.
H1.4.3.2.5 배기통의 접속부간의 거리는 그림 H1.3.2와 같이 500 ㎜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 접
속부분의 T자관 등은 공용부와 동일한 구경의 것을 사용한다.
H1.4.3.2.6 복합배기통의 최대길이는 복합배기통에 접속되는 각 보일러의 배기통 최대길이 중 가
장 작은 것으로 한다.
H1.4.3.2.7 배기통은 응축수가 배기통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H1.4.3.2.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H1.3.2.1, H1.4.2.1.1부터 H1.4.2.1.7까지 및 H1.4.3.1.3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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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 류

기호

시설구분

AA1xx 냉동장치류
AA2xx 배관장치류
AA3xx 밸브류
기구(A)
(Applian AA4xx 압력조정장치류
ces)
AA5xx 호스류

분 류

기호

시설구분

FP1xx 고압가스 제조시설
FP2xx 고압가스 충전시설
제조·충전 FP3xx LP가스 충전시설
(P)
(Production)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FP5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AA6xx 경보차단장치류

FP6xx 도시가스 충전시설

AA9xx 기타 기구류

FS1xx 고압가스 판매시설

AB1xx 보일러류
제품(A)
연소기(B) AB2xx 히터류
(Appar
(Burners) AB3xx 렌지류
atus)
AB9xx 기타 연소기류
AC1xx 탱크류
AC2xx 실린더류
AC3xx 캔류
용기(C)
(Contain AC4xx 복합재료 용기류
ers)
AC9xx 기타 용기류

시설(F)
FS2xx LP가스 판매시설
(Facili 판매·공급
(S)
FS3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ties)
(Supply)
FS4xx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FS5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FU1xx 고압가스 저장시설
FU2xx 고압가스 사용시설
저장·사용
(U)
FU3xx LP가스 저장시설
(Use)
FU4xx LP가스 사용시설
FU5xx 도시가스 사용시설
일반(G)
공통(C) GC1xx 기본사항
(Gene
(Common) GC2xx 공통사항
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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