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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haust gas boiler system with respect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comparative study best suited to the realities of local exhaust and exhaust system

manufacturing, certification standards and gas boiler installation, management, and mip

draft inspection standards will proceed through this study.

Key Words : Exhaust gas boiler system, Standards, safety, CO중독, 배기시스템 실증실험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연구원기기연구개발부

** (주)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 연락저자, sjeong1465@kgs.or.kr

TEL : (043)750-1464 FAX : (043)750-1489

국내 현 가스보일러의 안전관리제도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제도를 따르며, 이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시공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

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시공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안전관리규제법 제

17조의 규제되어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에 대하여‘[별표12]공

급자의 안전점검 기준 등’에 따라 수요자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예방 사항을

지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한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재 법으로 규제되어있다.

이러한 안전관리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설치기준·관리 및 검사제도는 현 실정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의 대한 결과는 최근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결과 만 으로도 파악 가능하다. Table 1은 최근

4년간의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건수를 나타

내며, 전체사건의 3.8%에 해당된다. 중독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사고 중 15%로 높은 사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1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건수

구분(연도) 2009 2010 2011 2012 계

도시가스 3 5 7 4 19

LP가스 1 - - 2 3

높은 사고율을 야기 시키는 CO중독사고는 미흡

한 점검 및 관리제도로 인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의 연결부분 접합불량, 외부에서의 충격, 재질불량,

유지 및 검사방법 미비, 배기통 구조, 설계, 설치

불량 등 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관리제도를 개선

하고자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라는

연구명 아래 가스보일러용 배기통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 가정용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업무용 가스보일러 사용시설

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가지의 안전관리 코드제

정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유럽,

미국)가스보일러 설치, 관리 및 검사관련 기존

기술기준의 항목비교 와 미흡한 제도로 인한 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정량적 위험성 평가인 FTA

를 통한 사고인자 색출을 통한 FMEA 사고예방

기준을 도출하여 기존기술과 도입예정인 신규기

준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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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A에 의한 사고원인 분석

도출해 낸 신규기준은 타당성 입증을 위해

유럽기준의 준하는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실증

실험 장치를 통하여 배기시스템 설치 시 주변온도분포,

배기력 및 속도분포 등의 안전성 평가와 열 성능 시험

및 가스 기밀시험을 EN 규격서에 따라 수행하고 실증

실험의 결과를 통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신규 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figure 2.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실증실험장치 제작도

배기통 및 배기시스템에 대한 실증실험, 국내외

기존기준 분석, 사고예방 핵심기준 도출 등의

기준개발 을 통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설치 안전기준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환경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용 배기통 제조의 시

설·기술·검사 기준, 가정용 가스보일러 사용시설

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업무용 가스보일러 사용

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가지의 가스보일러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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