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 가정용 포함 침수에 따른 행동요령( ) 

침수 보일러의 조치요령□ 

전원코드를 분리한다○ 

보일러 외부를 세척한다○ 

본체로부터 순환펌프를 분리한다○ 

버너 연소기 를 본체로부터 분리시킨다○ 

연통을 본체에서 분리한다 완전침수시○ 

상판을 분리하고 연관내부 청소한다○ 

화실 내부를 청소한다○ 

분리된 순환펌프 및 연소기 등의 부속품을 건조시킨다○ 

조치 후 이상 상황 발생 시 를 의뢰한다○ 



산업용보일러

전원을 차단하고 기초콘크리트의 균열 침하 기초볼트의 손상 및 이완 유무 등 보일러의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보일러내부에 흙탕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때는 수관 연관 드럼 동체 내부 및 

하부 전기 제어설비 등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건조시킨다

화실내부를 정비할 때 연소실의 내화물 시공부분과 연도 및 굴뚝을 점검하고 파손이 

있을 때는 다시 축조하여 고온가스의 누출과 국부과열을 방지한다 윈드박스 및 기타 

내화물 시공부분도 다시 점검하여 가동시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한다

안전밸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밸브시이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고 작동이 정확해야 

하므로 분해하여 각 부분품의 손상유무 녹 및 오염이 없도록 하고 배기관내의 이물

질도 제거하여 밸브작동시 방출이 원할하도록 한다

버너와 연료펌프 송풍기 등은 변형과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이 있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고 완전 건조시킨 후에 전기접점의 접속불량 단락 및 절연불량 등을 점검한다

보일러 본체 증기배관 등에 암면 유리면 규조토 등의 보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젖은

보온재를 제거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온수배관 등 저온배관에 사용된 발포폴리스틸렌 

및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는 건조하여 재사용 한다

수량계 급수배관 등 급수계통과 유량계 여과기 등 급유계통의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유 저장탱크에 물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전 정도 가열하여 수분을 탱크

바닥으로 침강 분리시켜 배출 후 사용한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의 중간 밸브를 잠근 후 가스배관의 변형

누설 파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동제어장치 및 안전장치와 회로판 등은 전문가에 의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연도가 흙이나 다른 이물질로 막혀 있는지 점검 청소하고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청소 및 점검이 끝난 후에는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연료계통을 점검한다 가스설비는 

가스누설 유무를 철저히 점검한다



가정용보일러

침수된 보일러의 점검 조치순서 

전원코드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다

본체로부터 순환 펌프 자동조절기 버너 연소기 연통을 분리한다

보일러 내 외부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분리된 순환펌프 및 버너 등의 부분품을 청소한 다음 건조시킨다

제조업체나 시공업체의 점검을 받아 가동전에 시운전한다

자체점검요령

기름보일러는 전원을 차단한 후 보일러 제어용 콘트롤박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기름저장탱크의 기름을 비운 다음 기름탱크 주변밸브를 잠근다

가스보일러는 전원을 차단한 후 도시가스 배관의 주밸브와 보일러옆 보조밸브를 잠그

고 프로판가스를 쓰는 주택은 프로판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분리하여 용기를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본체의 내 외부 자동조절기 순환펌프를 분리하여 흙탕물 등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건조시킨다

보온재가 사용된 보일러본체 배관의 보온상태를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재시

공한다

연도 굴뚝은 찌그러지거나 변형된 곳 흙이나 다른 이물질 등으로 막혔는지를 점검하

고 청소하여 연소가스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만일 연소가스 빠지지 못

하면 가스 폭발의 염려가 있다

기름탱크에 물이 찼을 때는 먼저 물을 분리 배출한다

가스 보일러의 경우는 청소 및 점검이 끝난 후에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의 

누설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침수 보일러 수리 관련 문의전화

업체  및  관련단체 전 화 번 호

경동나비엔 센터 지역번호 없이 

귀뚜라미보일러 센터 지역번호 없이 

한국미우라공업 주 센터

부스타보일러       센터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중앙회

침수 보일러 재난신고 관련 문의전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전화번호 지역본부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세종충북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