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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대형연소기는 KGS AB338(가스사용 업

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진 연소기를 의미한다. KGS AB33

8에서는 업무용 대형연소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 연소기의 전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 kcal

/h) 이하이고, 가스사용압력이 30 kPa 이하인 튀

김기, 국솥, 그리들, 부로일러, 소독조, 다단식취

반기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형연소기

(2) 연소기의 전가스소비량이 또는 버너 1개의

가스소비량이 Table 1에 해당하고, 가스사용압력

이 30kPa 이하인 레인지, 오븐, 그릴, 오븐레인지

또는 밥솥

Table 1 Gas consumption according to types

종 류
가스소비량

전가스소비량 버너1개의소비량

레인지
16.7㎾(14400㎉/h) 초과

232.6㎾(20만㎉/h) 이하
5.8㎾(5000㎉/h) 초과

오 븐
5.8㎾(5000㎉/h) 초과

232.6㎾(20만㎉/h) 이하
5.8㎾(5000㎉/h) 초과

그 릴
7.0㎾(6000㎉/h) 초과

232.6 ㎾(20만㎉/h) 이하
4.2㎾(3600㎉/h) 초과

오븐

레인지

22.6㎾(19400㎉/h) 초과

232.6㎾(20만㎉/h) 이하

[오븐부는 5.8㎾

(5000㎉/h) 초과]

4.2㎾(3600㎉/h) 초과

[오븐부는 5.8㎾

(5000㎉/h) 초과]

밥 솥
5.6㎾(4800㎉/h) 초과

232.6㎾(20만㎉/h) 이하
5.6㎾(4800㎉/h) 초과

KGS AB338은 업무용대형연소기에 대해 10종

이상을 정하고 있으나, 구조, 치수, 재료 그리고

성능기준 등에 대해 각 연소기별 특성을 정하고

있지 않고,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한, 각 연소기에 사용하는 구성품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제조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실정이라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업

계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용대형연소기는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용

도와 사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원천

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업무용대형연소기의 종류

별 안전기준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통계에 따르면 Fig. 1

업소용 레인지가 업무용대형연소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소용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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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 가정용의 가스렌지의 경우, 인풋트(Input)

는 버너 1개당 약 2,500 ∼ 4,000 kcal/h, 버너 수

는 2 ∼ 4구가 대부분이나 업소용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여야 하므로 약

5,000 kcal/h 이상의 높은 열량과 많은 버너를 구

비하고 있으며 주로 호텔, 레스토랑, 병원, 학교,

공장 등 기타 단체 급식소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

어진다.

Fig. 1 Commercial Gas Range

KGS AB338의 ‘3. 제조기술기준’에 따른 ‘3.1

재료’를 살펴보면 ‘3.1.1 가스를 내포하는 부분의

재료 및 열교환부, 배기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금

속부품은 내식성재료 또는 그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하거나 KS D 4301(회주철품)에 따

른 회주철품으로서 두께 2 mm 이상 인 것을 사

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매

니폴드 부분의 재료를 주로 SUS 또는 STEEL에

Cr을 도금하여 제작·사용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따르면 STEEL에 Cr을 도금한 매

니폴드가 부착된 업소용 레인지를 해물류 취급

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매니폴드의 하부 부분이

Fig. 2와 같이 부식되어 가스 누출 및 사고가 일

어날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Corrosion of manifold

이러한 문제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

기 위해 KGS AB338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매니폴드에 사용하고 있

는 재료와 사용가능 한 재료에 대한 특성 비교

및 염수분무실험 등을 통해 재료의 내식성에 대

한 안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소용 레인지의 매니폴드의 재

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용량이 많

은 제품인 만큼 관련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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