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사용설명서/설치설명서]

K-2DN, K-2DE, K-5DE
사용설명서를 읽으신 후 항상 제품 가까이 보관 하세요.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에 대한 유익한 내용들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을 고장없이 오래 사용하시려면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 주세요.
∙설명서 뒷면 품질보증서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읽어 주세요

(주)규원테크

보일러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를 위

해 본 사용설명서를 잘 숙지하시고 보관하시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본
제품 사용 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발생 했을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1. 본 사용설명서는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위험’, ‘경고’, ‘주의’로 표기 하였습니다.
2. 본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심각한 상해 및 대규모의 재산상의 폐해를 초
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끝까지 읽고, 숙지한 후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4. 사용을 잘못 했을 경우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주의
사항을 그림 표시로 알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아래의 표시와 그 내용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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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명칭(K-2DN)

- 모델 : K-2DN(보일러)
- 위 구조는 제품의 성능 향상 및 구조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장품 : 청소도구 2종(청소용붓, 재 끌게), 사용설명서, 룸 컨트롤,
시운전방법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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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명칭(K-2DE,K-5DE)

- 모델 : K-2DE, K-5DE(보일러)
- 위 구조는 제품의 성능 향상 및 구조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장품 : 청소도구 2종(청소용붓, 재 끌게), 사용설명서, 룸 컨트롤,
시운전방법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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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명칭

- 모델 : K-2DN, K-2DE, K-5DE (호퍼)
- 위 구조는 제품의 성능 향상 및 구조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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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결선도
▲ UK 104MD 배선도(K-2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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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결선도
▲ UK 104MD 배선도(K-2DE, K-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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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결선도
▲ UK 104MD 배선도(K-2DN, K-2DE, K-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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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메인컨트롤러

(K-2DN)

(K-2DE, K-5DE)
▲ SPEC
항 목
정격입력전압
허용전압
물보충
연료(펠릿공급)
IG(히터)
송풍기(고속)
송풍기(저속)
펌프(1)
펌프(2)
잔재
연료(정,역)
청소
에러

사

양

AC 220V 단상50/60Hz
전격전압의 +10% ∼ -15%
100 VA 이내
250 VA 이내
600 W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250 VA 이내 (Logic option-특별주문시)
100 VA 이내
100 VA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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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사용주의 온도 : -20℃~ 60(단 동결되지 않아야 한다.)
- 사용 습도 범위 : 45%~90%(단 결로가 없어야 한다)
- 최대 소비 전력 : Max 13.2w, AC 60mmA
- 컨트롤 내부 릴레이 점점 용량 : AC250V 16A
- 난방 관수온도 설정 범위 : 50~80℃ / 온수 온도 설정범위 : 50~80℃

▲ 표시부
1. FND (3자리)
- 온도 또는 시간표시 : S0 ∼ S3중에 선택 되어진 온도 또는 센서값을 표시합니다.
- Sht 표시 : 센서가 단락되었음을 표시합니다.
- Cut 표시 : 센서가 단선되었음을 표시합니다.
2. 선택(Function)표시 LED
- S0(설정) : 온도설정(설정범위 50℃∼80℃)버너정지 온도를 표시합니다.
※ 온도설정은 룸 컨트롤에서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 S1(수온) : 보일러의 관수 상부 현재온도를 표시합니다. 또한 LED “과열” 상태임을 점멸 표시합
니다.
- S2 (축온) : 축열탱크의 관수 중부 현재 온도를 표시합니다. 또한 “과열” 상태임을 점멸 표시합
니다.
- S3 (화염) : 광전관 감도를 표시합니다. -> 無(OFF)
- S4 (펠릿) : 펠릿 용량을 표시합니다. -> 없음(Cut), 있음(Ful)
※ 온도표시 창에 <PTR 에러 코드>발생 시에도 선택(function)버튼을 터치하여 <S0∼S4>의 상
태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3. 출력상태 LED
-동결 표시(GRN) : 관수온도 및 실내온도에 의해서 동결 방지 작동 중임을 표시합니다.
☞관수온도에 의한 동파 방지 기능 작동시
- 관수 현재 온도가 5℃이하이면 DISPLAY(온도표시)를 ON하고, 순환펌프를 ON 한다
(또한, 연소 안전제어 장치를 작동 합니다.)
- 관수 온도가 21℃이상이면 DISPLAY(온도표시)를 OFF하고, 순환펌프를 OFF 한다.
☞실내온도에 의한 동파 방지 기능 작동시
- 실내 온도가 10℃이하이면 “펌프운전"을 명령 한다. 이때 룸콘트롤의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룸콘트롤의 전원만 ON합니다.
- 실내 온도가 12℃이상이면 “펌프운전”을 정지합니다.
※ 룸콘트롤에서 동파방지기능이 작동하면 메인컨트롤러에서는 순환램프가 “점멸 하며 순환 펌프가
작동합니다.
※ 정전 혹은 전원플러그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혹은 에러상태(Ex:저수위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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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축열 표시(GRN) : 차온제어 순환펌프가 작동중임을 표시합니다.
-순환 표시(GRN) : 난방 순환펌프가 작동 중임을 표시합니다.
☞설정온도와 변수값 c7,c8번 셋팅 값에 의하여 순환펌프 가동조건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예) 설정온도(S0) 70℃ 이고 순환펌프 작동 DIFF 값(c7) 5, 순환펌프 정지 DIFF 값(c8) 15
이면 관수 온도 65℃에 순환 펌프가 작동하고 50℃에 정지 합니다.
-버너 표시(GRN) : 버너(연소<PTR>안전제어기)가 작동중임을 표시합니다.
-점화 표시(GRN) : 점화 장치가 작동중임을 표시합니다.
☞ “점멸”시에는 전원코드 삽입 또는 정전복귀(POWER BLACKOUT)상태임을 표시합니다.
※ 정전복귀 기능
연료 공급은 하지 않으며 송·배풍기만 작동을 하여 버너 내부의 펠릿연료에 화염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는 기능입니다.
-연료 표시(GRN) : 연료공급 장치가 작동중임을 표시합니다.
☞ “점등”시에 연료 공급 모터가 작동중입니다.
☞ “점멸”시에 연료 공급 모터가 작동대기중입니다.
-잔재 표시(GRN) : 화격자 자동 청소장치가 작동중임을 표시합니다.
-청소 표시(GRN) : 연관 자동 청소장치가 작동중임을 표시합니다.
4.MAIN CONTROLLER ERROR DISPLAY
-역화 표시(RED) : 수동복귀 “역화”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 E09(온도를 보기위하여 표시無)
☞ 화염가이드를 바로 장착 하였는지 확인 합니다.
☞ 연관 및 굴뚝의 청소 상태를 확인 합니다.
-수위 표시(RED) : “저수위”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 E07
☞ 보일러 내에 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점검 표시(RED) : 버너(PTR)관련 “점검” 안전차단중임을 표시합니다.
☞ DISPLAY(온도표시)에 표시되는 에러 코드를 확인 합니다.

※ 에러발생시 자세한 조치 내용은 '에러코드 및 조치 방법' 을 참조 하싶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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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컨트롤 설정 범위 및 기본값
- 메인컨트롤러의 변수(DN+UP)버턴을 동시에 5초간 누르면,
설정모드에 진입합니다.
(LED 화면상의 주황색 부분에 "b0"(표시방법) 점멸하고
<그림 1>

보라색 부분에 설정 값이 표시 됩니다.)<그림 1 참고>
- 메인컨트롤러의 “선택”버튼을 1회 누를 때 마다 다음 Mode로 넘어 갑니다.
- 변경 하고자 하는 Mode에서 Down / Up 버턴을 눌러 원하는 값을 설정 합니다.
- 설정이 끝나면 “전원”버턴을 1회 누르면 설정모드를 종료 합니다.
(또한 아무버턴을 누르지 않을 경우 1분이 경과되면 설정모드를 종료 합니다.)

▲ 시스템 변수 설정
표시
방법

Mode 설 명

설정범위

기본값
K-2DN

기본값
K-2DE

기본값
K-5DE

01℃∼15℃

10

05

05

b0

온도설정(버너작동) - 재가동 온도편차 설정

b1

정상연소시 연료 공급시간

1∼20초

02

02

06

b2

정상연소시 연료 정지시간

00∼99초

12

12

10

b3

초기 연료공급시간 (점화시)

01∼99초

55

70

70

b4

정상연료 공급 지연시간

10∼99초

90

90

99

b5

수동공급 연료 공급 시간 (전원OFF시)

00∼·10분

04

04

04

b6

안전차단 시간

1∼10분

01

10

10

b7

화격자 강제 청소주기

01∼99시

03

03

03

b8

축열탱크 온도제어(온도설정)

05∼15℃

05

05

05

b9

축열탱크 온도제어(DIFF온도설정)

03∼05℃

03

03

03

c0

선택버턴 초기 표시값(S0∼S4)

0∼4

01

01

01

c1

Post Purge시간(송풍or배풍 지연시간)

01∼30분

15

15

20

c2

BM fan select - nomal(00), interval(01)

00 or 01

00

00

00

c3

비례제어시 연장시간(00일 경우 비례제어X)

00∼10초

01

05

00

c4

화염 감지 기준값

20∼99

35

35

35

c5

동파방지기능(00:off, 01:on)

00 or 01

01

01

01

c6

정상연료 공급 지연시간 승수

01∼10

01

01

02

00∼30

10

05

05

01∼30

10

15

15

00 or 01

00

00

00

c7

순환펌프
작동

(00)보일러 작동시 무조건 작동
(01)35℃이상이면on 20℃이하이면off
(02∼30) 가변 온도 설정

c8

순환펌프 정지 DIFF 값

c9

정전복귀 기능 작동 선택 (00:off, 01:on)

※ 위 표기된 기본값은 난방 출력 및 사용 연료(펠릿) 및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연료 공급시 전원코드는 꽂혀 있으며, 보일러 정상가동이 들어가기 전 “연료”
버턴을 누르면 연료 공급 모터가 작동합니다. (보일러 정상 가동시에는 작동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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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룸 컨트롤러

▲ 통신 결선 방법
-메인컨트롤러에 연결됨 룸 컨트롤러 배선 2선(오렌지색)을 연결(+,-방향 없음)

▲ 조작부 설명
- 전원 : 보일러 전원을 ON/OFF 합니다.
※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 모드를 선택합니다.
- 목욕 :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펌프를 정지하고 보일러를 동작시킬 때 사용하세요.
- 연속 : 초기 점화 시 또는 난방이 빨리 되도록 보일러를 동작시킬 때 사용하세요.
(올림, 내림 버튼으로 보일러 작동온도를 조절 합니다. 50℃∼80℃)
- 실내 : 설정 실내온도에 따라 보일러를 동작시킬 때 사용하세요.
※ 온도조절 : 실내난방 운전의 기준이 되는 설정온도를 올림, 내림 버튼으로 조절합니다.
(설정온도 조절 범위 : 10℃∼40℃)
※ 실내 운전시 보일러 작동 기준이 되는 온도는 룸 컨트롤을 설치 한 방입니다.
- 시간 : 설정온도에 상관없이 설정된 주기로 ON/OFF를 반복하여 가동합니다.
(30분 선 동작 후 설정한 정지시간(290분∼10분)만큼 정지 후 동작을 반복)
※ 시간 조절 : 시간난방 운전의 기준이 되는 정지시간을 올림, 내림 버튼으로 조절합니다.
- 물 온도 : 보일러 내의 관수 온도를 표시합니다.

※ 순환펌프 연결선은 녹색2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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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룸 컨트롤 설정 범위 및 기본값
- 룸 컨트롤러의 변수(DN+UP)버턴을 동시에 5초간 누르면,
설정모드에 진입합니다.
(LED 화면상의 주황색 부분에 "b0"(표시방법) 점멸하고
<그림 1>

보라색 부분에 설정 값이 표시 됩니다.)<그림 1 참고>
- 룸 컨트롤러의 “선택”버튼을 1회 누를 때 마다 다음 Mode로 넘어 갑니다.

- 변경 하고자 하는 Mode에서 Down / Up 버턴을 눌러 원하는 값을 설정 합니다.
- 설정이 끝나면 “전원”버턴을 1회 누르면 설정모드를 종료 합니다.
(또한 아무버턴을 누르지 않을 경우 1분이 경과되면 설정모드를 종료 합니다.)

▲ 시스템 변수 설정

표시
방법

Mode 설 명

설정범위

기본값
K-2DN,2DE,
5DE

b0

실내온도설정 (보일러작동) - 재가동△t

01℃∼03℃

01

b1

운전시간 (시간운전시 보일러 작동시간)

01∼60분

30

b2

정지시간 상위 (시간운전 보일러 정지시간)

00∼02(백)

2

b3

정지시간 하위 (시간운전 보일러 정지시간)

00∼90분

90

b4

동파방지선택 (00off , 01:on) 실내온도 10℃ 이하 가동

00 or 01

01

00 ~ 02

02

물온도 설정 선택-(01,02 선택시 룸콘 우선)
b5

<00> 메인컨트롤러에서 관수온도 설정을 우선합니다.
<01> 온돌(가변℃), 실내(가변℃), 시간(가변℃)
<02> 온돌(가변℃), 실내(65℃)고정, 시간(65℃)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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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보일러 전용 전원연결 콘센트를 사용하시고 누전에 주의 하세요.
 전원공급은 AC220/60Hz 전용이므로 전압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젖은 손으로 전원코드를 만지거나 보일러 조작을 하시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직접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지 마세요. 누전 및 감전의 위험과 보일러 고장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일러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보일러실에 항상 소화기를 비치 하세요
 보일러와 인접한 위치에 목재를 적재하거나, 인화성 가연성 물질등을 두지마시
고, 보일러 주위에는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A/S센터에 연락 하세요.

보일러 가동 중에는 배기구에 손을 대지 마세요.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온수기능 사용시 주의 사항
 온수 사용시 화상에 주의 하세요.
 식수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수모드 선택이후 온수 수도꼭지를 틀때,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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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겨울철 동파에 주의 하세요.
 제품이 배관과 연결되어 있고 배관내 물이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원코드를
반드시 꽂아 주시고, 배관내 물이 부족시 물 보충 방법에 의해 보충하여 주십
시오. 배관내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파 방지회로가 작동하면 펌프가 공회전
하여 펌프의 과열,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관은 완전히 보온하여 주십시오.
 한냉지에 있어서는 노출배관에 전열히터를 감아주는 등 동결예방 조치를 하여 주
십시오. (난방배관과 같이 붙여서 시공, 단열보온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물빼기 밸브는 보온으로 감싸지 마십시오.
 장시간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물빼기를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전원코
드를 빼 주십시오.
 노출부는 반드시 25mm이상의 보온재를 감아서 배관이 얼지 않게 하여 주십시
오. (한냉지에서는 50mm 이상의 보온재 사용)
 장기 외출시 수도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직수를 열어 소량의 물을 급탕배관
에 흐르게 하세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지역 대리점에 1년에 1∼2회 정기 점검을 의뢰하세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연관의 청소 상태 및 버너 청소를 반기에 1∼2회 정기 점검을 의뢰하세요.

보일러 사용시 분배기 밸브를 반드시 1개소 이상 개방 해주세요.
 분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로 사용시 보일러 과열에 의한 화재 및 보일러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기연통 접속부 기밀 및 이탈 확인.
 보일러와 배기연통 이음새(접속부) 부위가 내열실리콘 등으로 잘 기밀 되었는
지 확인하세요.
 접속부 마감 조치를 하지않고 사용할시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
탄소(CO)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제품가동을 중지하시고 설치업자에게 연락
하여 수리하신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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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 목재 펠릿 연료 사용시 주의 사항
목재 펠릿에 물이나, 습기가 접촉되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목재 펠릿이 물이나 습기에 노출되면 톱밥가루로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루를 호퍼에 넣어 사용시에는 출력저하, 재의 다량 발생, 기계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규원테크가 지정한 펠릿 연료를 사용하여 주세요.(P.33 참조)
 이 제품은 (주)규원테크의 연구소에서 품질을 인증한 1등급 목재 펠릿연료를
사용하여야 차후 체계적인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등급 펠릿연료가 아닌 저급 펠릿 연료를 사용
하여 발생되는 보일러의 결함은 정당한 A/S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사용 펠릿은 6mm 연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규원테크는 당사 목재펠릿보일러 구매고객에게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
로 공급하기 위해 유통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펠릿연료를 넣을시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호퍼(=연료저장고)에 펠릿연료를 넣을시 장갑, 마대찌꺼기, 비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기계의 고장 및 안전차단(E05, E06)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제거 후 재가동을 하세요.

보일러 가동중에는 동체 문짝을 꼭 닫아주세요.
 불씨가 날려 주위에 옮겨 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처리시 불씨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청소
해주세요.

기름버너 사용연료를 확인 하세요.(K-2DN)
 기름버너 사용연료는 보일러 등유입니다.
 경유 사용시에는 버너의 송풍량등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그을음 및 불완전 연소
등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탱크의 중간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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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방법
◆ 버너 청소 방법
버너(그림 1참고)는 자동청소 장치가 구비되어
작동하나,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수동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보일러의 효율이 좋으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동체 연관 청소 방법
동체의 연관은 자동적으로 청소장치가 구비
되어 있으나, 한달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
주시면 보일러의 효율이 좋습니다. 청소를 하
실때는 위쪽의 연관 청소 문짝(그림 2 참고)을
열고 물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청소시 컨
트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연관청소를 하지 않아서 연관이 막힐 경우
<그림 1>

역화(E09)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받이 청소
전열면 안쪽의 연관 재받이 및 화실 재받이
(그림 2 참고)는 1주일에 한두번 꺼내서 재를 치워
주시기 바라며, 재를 치울시 불씨가 모두 꺼졌
는지 확인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 배풍기 청소 방법
배풍기 청소구(그림 2 참고)의 나비너트를 풀
고 내부에 쌓인 분진을 솔이나 붓 등을 이용
하여 청소 합니다.
※분진으로 인하여 배풍팬이 멈출 경우
역화(E09)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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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방법
◆ 연료통(호퍼) 청소 방법
호퍼 청소시에는 호퍼를 비운뒤 정면에서
전면 점검문을 오픈하여 연료 막힘 점검구
(그림 3 참고) 잡아 당겨 제거하고 안쪽의

펠릿 가루를 청소하시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림 3>

◆ 기름버너(점화원) 관리 방법(K-2DN)
기름 버너는 호퍼의 전면 점검문을 오픈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림 4 참고) 점화
원으로만 사용 하지만 1년에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 4>

◆ 광전관 청소 방법
호퍼의 버너 점검구를 기름버너 아래쪽에있는
광전관(그림 5 참고)을 빼내어 전면 센서를 깨끗
한 천을 이용하여 청소한 후 버너 점검구를 다
시 조립 하면 됩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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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방법(K-2DN)
◆ 기름탱크 청소 방법
기름탱크는 일년에 한번 정도는 물과 찌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그림 6 참고)

◆ 기름버너 오일휠터 청소 방법
일년에 1번 정도 오일휠터를 점검하여 휠터내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으면 깨끗이 닦은후 다시
끼워 주십시오.(그림 7,9 참고)
(재조립 후 누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그림 6>

◆ 노즐 청소 및 점화봉의 간격 점검
노즐이 막힌 경우 연료(기름)가 분사되지 않으
므로 노즐을 분해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 주십시
오.(노즐은 가능한한 교환하여 주십시오.)
점화봉에 그을음이 끼면 점화가 되지 않으니 깨끗
한 헝겊으로 닦아 주세요.(그림 8 참고)

<그림 7>

A

3± 0.3mm

B

3± 0.3mm

C

6± 0.3mm

전자펌프
고압
트렌스

광전관

오일휠터

<그림 8>

<그림 9>

※ 주의 ※

청소시에는 반드시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청소 하셔야 합니다.

20

설치 방법
◆ 보일러 설치 방법(설치전 확인사항)
☞ 본제품의 설치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에서 지정한 방법대로 전문 설비시공자에게 의뢰하여 올바르게
설치 해 주세요.
☞ 사용목적, 용도, 난방평수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세요.
☞ 폐가스, 소음 등으로 사용자 및 주변 주거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세요.
☞ 사람의 출입이 잦은 장소 및 계단이나, 비상구 가까이에는 설치를 하지 마세요.
☞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좌,우,상,하 1m이상)
☞ 난방수로 사용하는 물에 석회석이나, 염분이 많으면 점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수돗물을 사
용해 주세요.(수돗물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연수장치 설치)

◆ 보일러 설치 방법(설치 후 확인사항)
☞ 호퍼에 피딩장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연료 공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연료 공급 호수 상,하 부분 체결시 스탠밴드를 이용하여, 체결하여 주십시오.
- 연료 호수의 상,하부분에 기밀이 되지 않을 경우 역화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연도 연결 시 끝부분에 T를 설치하여 주십시오,(역풍방지)
☞ 보일러 - 연도 연결 시 이음새 부분을 내열실리콘 등으로 기밀처리 하여 설치하여 주십시오.
(보일러 연도 연결부의 틈새가 있을시 불티가 날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연도내 분진과, ASH(재)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연도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연도를 가로로 설치시 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 연도는 연 1회 이상 점검하시고 내부 분진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름버너의 연료는 보일러 등유입니다.
☞ 기름탱크, 기름배관, 보일러(내부,외부) 등에서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세요.
(기름이 새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21

설치 방법

연료이송장치
연료이송기 설치개략도

◆ 목재 펠릿 압축 공기 이송장치 설치 주의 사항
☞ 이송 호스의 최대 길이 : 10M(Ø50)
☞ 서비스 호퍼의 용량 : 50kg
☞ 서비스 호퍼의 규격 : 400(W) x 705(L) x 570(H)
☞ 서비스 호퍼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송장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송모터가 계속 공회전을 하며 이송모터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송 호스가 수직으로 2M이상 올라갈 경우 서비스 호퍼 토출구의 공기 댐퍼를 조절하여 연료
이송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2M이상 수직으로 올라갈 경우 연료 공급 모터 정지시 호스 내부에
있는 연료가 아래로 내려와 쌓이면서 연료 호스가 막혀 연료 이송이 안됩니다.)
☞ 이송 모터의 분진 토출구가 막히면 연료 이송이 안됩니다.
☞ 보일러 호퍼에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경우 이송장치의 전원을 ON 하여도 이송장치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모델(K-5DE) - 요청 시 K-2DN,2DE 모델에도 설치 가능함. (별도의 비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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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보일러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통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통 설치시 접촉되는 부분은 반드시 불연재로 단열처리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세요. (특히 샌드위치 판넬, 비닐하우스 등 주의)

가능한 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 해 주세요.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
하세요.
 보일러를 목욕탕 및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지 마세요.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불완전 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선 절대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연료 소모량이 많으며 동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배수 처리 확인
 난방면적에 비하여 보일러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일러의 개방형 팽창탱크
에서 수시로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오버플로우 현상)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어도 보일러는 정상작동 되며, 이때 넘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바닥 하수관까지 호스로 연결해 주시오.

콘트리트나 벽돌 같은 불연성 재질로 바닥을 수평하게 한 후 설치하세요.
 보일러 설치시 바닥보다 50mm이상 높게 수평으로 설치하세요.
 맨바닥에 설치할 경우 습기 또는 이물질에 의하여, 보일러 받침대의 부식이
촉진되어 보일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배관 보온을 철저히 해주세요.
 보일러, 배관의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노출부는 반드시 25mm이상의 보온재를 감아서 배관이 얼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냉지에서는 50mm 이상 보온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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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 연통설치 방법
▸기존연도가 있는 경우

▸기존연도가 없는 경우

연통사용시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시고

보일러에서 3m이상 높이까지 올려 설치하고

내부 그을음이 심하면 교체해 주세요.

끝에 T자를 사용하시면 역풍으로 인한 불안
전 연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통설치 방법
보일러에서 3m 이상 높이까지 올려 설치하고 끝에 T자를 사용하시면 역풍으로 인한
불안전 연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추가연통설치방법

<석가래/천정 이격거리>

1. 연통
두어
2. 연료
연통
연통과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30cm이상 이격을
불연재로 마감처리를 해야 합니다.
투입에 따라 갑작스런 열이 연통에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위에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 하셔야 합니다.

- 연통에서 1m이내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지붕에서 1m이상 높게 설치
하시요.
∙연통은 보일러 상부에서 3m이상 높게 설치해 주세요.
∙연통을 설치할 때 높이는 가로 길이의 3배 이상으로 높게 설치해 주세요.

- 풍압대에 설치를 하면 불완전 연소가 유발되어 그을음발생, 효율저하, 안전차단 등의 현상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풍압대를 피해서 연통을 설
치하세요.
- 연통 설치시 배풍박스와 기밀(실리콘처리, 은박테이프처리)을 철저히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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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 표준 배관도

►하향식

- 순환펌프를 보일러 하단에 설치하여, 난방배관방향으로 밀도록 설치할 것.
- 순환펌프 설치 앞뒤에 볼밸브를 설치할 것(순환펌프 교체시 편리)
- 순환펌프가 눈,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드레인 및 오버플로우 퇴수구를 설치할 것,
- 자동급수(볼탑) 설치시 STS재질을 사용할 것.
- 상향식(밀폐식)으로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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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 배관시 주의사항

안전밸브는 6개월에 한번 씩
정기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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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 기름 탱크 설치 주의사항

- 직사광선이나 빗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세요.
※송유관을 직사광선에 노출하여 경화되면 기름누유의 원인이 됩니다.
- 보일러와 2M 이상 띄워 설치하거나 보일러실 외부에 설치하세요.
- 기름탱크에는 반드시 물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물빼기를 해주세요.
- 보일러 전용실에 설치할 경우 벽, 기둥, 천정 등은 불연재로 설치하세요.
- 기름탱크의 송유관과 전자펌프의 높이 편차는 200mm 미만으로 설치하세요.
(송유관 보다 전자펌프가 200mm 이상 높을 경우 버너에 연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송유배관은 제공된 후렉시블 호스의 관경보다 크게 설치 해주세요.
(제공된 후렉시블 호스(1500mm) 길이 이상 연장 할 경우 버너에 연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중에서 판매하는 100L용 기름 탱크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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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방법(K-2DN)
⓵ 배관 설치 및 배관 내 물 보충 후, 전원을 연결한다.
⓶ 호퍼에 연료를 채우고, 메인컨트롤러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메인컨트롤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공급버턴을 누른다. (연료 수동공급 됨)
※ 보일러 정상 가동시에는 “공급” 버턴을 눌러도 수동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⓷ 피딩장치를 통해 연료가 자바라 호수를 통해 버너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메인컨트롤의 “전원” 버턴을 누른다.
⓸ 기름버너의 기름 호스를 기름탱크와 연결 하고 에어처리를 한 후 메인컨트롤의
점화에 불이 들어오면 기름버너가 작동 후 초기 연료 공급이 되고, 점화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한다.
⓹ 불꽃점화가 이루어지고, 화염 확산 시간 후 시스템 설정치 만큼 연료공급이
ON-OFF 됩니다.
⓺ 보일러내 관수 온도가 올라가고, 순환펌프가 ON-OFF 되는지 확인합니다.

28

시운전 방법(K-2DE, K-5DE)
⓵ 배관 설치 및 배관 내 물 보충 후, 전원을 연결한다.
⓶ 호퍼에 연료를 채우고, 메인컨트롤러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메인컨트롤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공급버턴을 누른다. (연료 수동공급 됨)
※ 보일러 정상 가동시에는 “공급” 버턴을 눌러도 수동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⓷ 피딩장치를 통해 연료가 자바라 호수를 통해 버너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메인컨트롤의 “전원” 버턴을 누른다.
⓸ 메인컨트롤의 점화에 불이 들어오면 전기 점화 히터가 먼저 작동 하고 작동 후
초기 연료 공급이 되고, 점화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한다.
※ 초기 점화시에 화격자 내부에 점화 포인트인 점화 히터를 충분히 덮을 정도의
연료를 공급 해주어야 정상 점화가 됩니다.
※ 초기 점화 연료량이 부족 또는 과할 경우 메인컨트롤의 시스템 변수 값 b3의
값을 수정하여 재설정을 해줍니다.
⓹ 불꽃점화가 이루어지고, 화염 확산 시간 후 시스템 설정치 만큼 연료공급이
ON-OFF 됩니다.
⓺ 보일러내 관수 온도가 올라가고, 순환펌프가 ON-OFF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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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코드 및 조치방법(K-2DN)
에러코
드

원

인

E01

풍압스위치
연소실 문
안전장치

E02

기름버너이상

조

치

굴뚝, 연관막힘 확인 및 청소.
연소실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
전자(오일) 펌프 확인.
광전관 확인.
기름버너 기름(등유) 연료 부족.
기름에 공기가 차있는 경우.

E03

안전차단
(초기실패)

(에어빼기 핸들을 돌리면(2~3회전)
고무호스를 통해 “따르르” 소리를
내며 기름과 공기가 함께 빠집니다.
이 소리가 멈출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오일휠터에 공기가 차있는 경우.

전자펌프

에어빼기

(오일휠터에서 공기공기빼기를 해주십시오.
오일휠터에 찌꺼기가 끼어 막혔을 경우에는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 후 다시 끼워 주십시오.)

E04

E05

안전차단
(가동중
광전관점검)
안전차단
(가동후 실화점검)

오일휠터

광전관 확인.
펠릿 연료 확인.
펠릿이 정상적으로 공급 되는지 확인.
연료통 연료 확인.
초기연료 셋팅값(b3) 확인.
연료 공급모터 작동 상태 확인.
기름버너 송풍기 댐퍼 확인.

E07

연료공급장치
과전류
저수위 점검

E08

과열 점검

E09

역화/청소구 점검

E10

센서 단선

보일러내 물 보충.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재가동.
(보일러 내 관수 온도확인)
연도를 청소 후 재가동.
버너위 화염가이드가 바로 놓여 졌는지 확인.
관수 온도센서 배선 단선 확인.

E11

센서 단락

관수 온도센서 배선 단락 확인.

E12

광전관 센서 short

광전관(CDS) 센서 short 확인.

E06

피딩장치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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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코드 및 조치방법
(K-2DE, K-5DE)
에러코드
E01
E02

원 인
풍압스위치
연소실 문
안전장치
점화히터 단선
및 고장

E03

안전차단
(초기점화실패)

E04

안전차단
(가동중
광전관점검)

E05

안전차단
(가동후 실화점검)

E06

연료공급장치
과전류

E07

저수위 점검

E08

과열 점검

E09

역화/과열 점검

조

치

굴뚝, 연관막힘 확인 및 청소.
연소실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
히터쪽 배선 체결 확인.
점화 히터 교체.
연료통 연료 확인.
초기연료 공급되는지 확인.
초기연료 공급량 변경.
광전관 청소.
연료 공급 모터 확인.
연료통 연료 확인.
광전관 청소.
연료 공급 모터 확인.
연료통 연료 확인.
광전관 청소.
연료 공급 모터 확인.
연료통 확인.
피딩장치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보일러내 물 보충.
보일러 에어 처리.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재가동.
(보일러 내 관수 온도확인)
연도를 청소 후 재가동.
연관이 막혔는지 확인 후 연관 청소.
버너위 화염가이드가 바로 놓여 있는지 확인.
배풍기 박스 청소.
온도센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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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내문
1) (주)규원테크의 목재 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으며, 연탄과 비교시 약 150% 비
싸며, 경유와 비교시 약 50% 이상 저렴합니다.
(절감 비용은 연료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목재 펠릿 보일러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청소를 잘해줘야, 고장 발생률이 낮아지
며,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ASH(재)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열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연료(목재 펠릿)를 호퍼에 넣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4) 연료(목재 펠릿)은 1등급의 목재 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주)규원테크의 목재 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
실 수있습니다. (고장 및 조치 방법 참조)
6) (주)규원테크의 목재 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
세요.
1) 보일러 설치자, 지역A/S 연락처를 알아 둘 것.
2) 본사(경북 경산시) : 1577-5913
7) 다음과 같은 경우 A/S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1등급의 펠릿을 사용하지 않고, 저급 펠릿 연료를 사용할 경우
나) 펠릿의 재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 목재펠릿 외 다른 연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라)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분해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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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판매점
지역

업 체 명

주

소

연락처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

임산물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02-3434-7333

부산

(서울직매장)
영풍원예자재
산림조합중앙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309-1

051-508-4458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56

053-957-799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15

032-934-0789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27

032-875-4471

대구
인천

대전

경북지역본부
강화군산림조합(숲내음)
제이엠트레이딩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풍림

울산

현대철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경기아스콘산업
그린에코
동양설비
산립조합중앙회

경기도

중부목재유통센터(수원)
산립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여주)
양평군산림조합

042-537-8814~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52번 안길 160

042-624-3663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535-2

052-262-8777

세종시 연서면 부국길 107-2

044-868-2132

포천시 화현면 영일로 368번길 143

031-533-2090~2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0-12 4층

031-647-3456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321-6

010-5347-0513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031-294-9703

여주시 농산로 64

031-881-2130,40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2

031-772-6144

파주시 새꽃로 230

031-943-2227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60

031-924-7051

화설시 팔탄면 서촌길 18-2

031-353-6595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83

031-356-5737

정선군 북평면 오대천로 1008

033-563-6533

횡성군 경강로 1642

033-343-1199

동해시 동해대로 6100

033-530-4124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 101-37

033-375-1029

단양군산림조합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304-26

043-421-3511

신영이앤피

청원군 북이면 장재금대로 384

043-241-2211

파주시산림조합
펠릿난로 경기북부상사
한울농기계설비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규원에너지
강원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0(2층)

넥스트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재유통센터
유한회사 로컬이앤알

충청

신영종합설비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505

북도

풍림괴산공장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414-8

043-836-6661~3

풍림옥천공장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65

043-731-5397~9

풍림충주공장

충주시 산척면 마흘성암길 192

043-853-6561~3

충청
남도

010-3828-4361

부여군산림조합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23

041-835-2152

서산시산림조합

서산시 중앙로 114

041-665-0244

아산시산림조합

아산시 충무로 20번길 21

041-54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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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판매점
지역

충청
남도

업 체 명

주

예산군산림조합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5번길 30-9

041-333-2501

금산군 안심로 147

041-751-5445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04

041-551-7085

유니콘이엔지
천안시산림조합
푸르미에너지

소

연락처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21

041-732-3878

홍성군산림조합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4-1

041-632-2159

거목산업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520

010-3889-8155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053-856-5900

구미시 선산읍 남문로 50

054-481-0727

규원테크
구미시산림조합
남해수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12-15

010-3549-7778

목재펠릿상사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96-11

010-3523-4603

경상

상주시산림조합

사주시 영남제일로 1785

054-532-2466

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800

010-3549-7778

주식회사 월드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151

010-7140-8628

천일종합물류

경산시 진량읍 공단5로 54

010-8438-6665

상주시 상산로 114-1

010-5533-0045

펠릿보일러
포항시산림조합
풍림문경공장
경상
남도

개명임업

포항시 북구 중앙로 363
문경시 신기로 110-15

054-251-9206
054-553-7700~1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56

055-943-1701

아주녹화개발

김해시 상동면 여차로 660

055-339-9808

하동군산림조합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18

055-883-4501

고창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55

063-563-2438

남원시 광석길 29

063-631-2014

익산시 월성동 347-24

063-838-7455

무주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

063-324-1777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2

063-843-1912

전라

남원사업소
삼화유통보일러

북도

수목일
익산산림조합
전북 장수 대리점
풍림김제공장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723-1
김제시 황산면 황산로 639-31

010-3706-2438
063-542-8516~8

강진군산림조합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34

061-433-3399

광양시산림조합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9

061-762-3334

전라

담양군산림조합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1

061-383-9996

남도

순천시산림조합

순천시 대석길 35

061-755-3307

진도군산림조합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19-2

061-544-6101

해남군산림조합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3

061-53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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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보일러 규격
◆ 목재 펠릿보일러 사양(국내용)
구 분

사 양

사 양

사 양

모델명

K-2DN

K-2DE

K-5DE

목재펠릿 Ø6
길이 35mm이내

사용연료
난방출력(㎾)
연료소모량(kg/h)

22.09㎾

50㎾

5.1 kg/h

5.3 kg/h

11.7 kg/h

보일러싸이즈(mm)

520*1125*1235 (폭*두께*높이)

597*1188*1505
(폭*두께*높이)

호퍼싸이즈(mm)

490*945*1200 (폭*두께*높이)

550*1069*1692
(폭*두께*높이)

연료통 용량(Kg)

140 Kg

270 Kg

난방 입출구 구경(A)

25A

온수 입출구 구경(A)

15A

20A

드레인 출구 구경(A)

25A

사용전원(V)

220V/60Hz

소비전력(W)

운전시 : 150W
점화시 : 235W

운전시 : 130W
점화시 : 450W

운전시 : 150W
점화시 : 670W

G3-F-60

전기점화히터 (300W)

전기점화히터 (300W)

노즐 : 0.4G/h

1EA

2EA

기름버너 점화,

점화방식

Max 1.2kg/h

난방사용압력(㎏/㎠)

1㎏/㎠ (0.1㎫)

관수용량(L)

110 L

330 L

전열면적(㎡)

3.28㎡

4.48㎡

난방면적(㎡,평)

99~132㎡ (30~40평형)

264㎡(80평형)

효 율 (%)
연통규격(¢)

80% 이상 (고위발열량)
Ø150 2곡이내, 4m

※ 위 사양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 환경, 주변조건, 기후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사용연료(목재 펠릿)에 따라 출력 및 성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본체를 개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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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200 2곡이내, 4m

품질보증서

모델명 :

제조번호 :

☞보증조건
⊙ 본제품은 2억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신체 상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무상 서비스
▸품질 보증기간 내에 있는 보일러 동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 무상품질 보증기간이 경과한 부품과 소모품은 유상처리 됩니다. 단,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기간 일지라도 [유상수리]로 합니다.
(자바라호스, 광전관 등 소모품은 1년)

☞ 유상 서비스
▸당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소비자 또는 설비업자의 임의적 개조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화재, 청소(보일러, 연통외)불량 및 보관 잘못으로 인한 고장
▸보일러 순환수를 지하수나, 염분, 석회석이 기준치 이상있는 물을 사용해 부식이 발생한 상태
▸소비자 과실(예,전원차단등)로 동파 등,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 규정한 연료품질(1등급)이하의 펠릿 및 기타 연료를 사용한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반으로 적용됩니다.(소모성부품 포함)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잘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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