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획 및 난방기기 사용방법 안내

Ⅰ. 동계난방을 위한 난방기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
1. 동계 난방과 관련 난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현재 설치된 심야
축열식전기온풍기 및 개별시스템난방기기의 시험가동 및 점검을 실시코자 각 동별
시험가동 및 점검일정과 심야축열식전기온풍기 작동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숙지하시고 시험가동일 이전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가동
및 점검 시 각실 출입에 협조 바랍니다.
가. 동계 난방 예정일 : 11월 18일(난방기간:2019.11.18

～ 2020.03.30)

※ 난방예정일은 기상 일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 17

나. 시험가동 및 점검기간 : 2019. 11. 13
- 각 동별 시험 및 점검일
점 검 장 소

시험 및 점검일

～ 11월14일
11월14일 ～ 11월15일
11월01일 ～ 11월17일
11월15일 ～ 11월16일

1호관, 4호관, 5호관

11월13일

2호관, 3호관, 8호관
7호관, 9호관, 10호관, 생활관
6호관, 11호관, 16호관, 17호관

다. 동계난방 시 적정온도 :

난방기기 종류
심야축열식 전기온풍기
심야축열식 전기온풍기
중앙 난방기기
개별 시스템 난방기기

20℃ 이하

라. 축열식전기온풍기 작동방법
1) 축열식온풍기 차단기의 전원을 ON 위치로 작동시킨다.
2) 축열량조절스위치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고온으로 조절한다.
3) 실내온도조절기는 10℃이하로 놓는다.

마. 축열식전기온풍기 작동 시 주의사항.
1) 온풍기위에 중량물 및 인화성 물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2) 온풍기 주위 20㎝이내에 인화물질을 놓지 마십시오.
3) 전면 공기 유통구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축열량 조절기 사용 시 과중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바) 개별시스템 난방기의 사용 및 주의사항
1) 운전/정지 버튼만 작동
2) 리모콘의 별도 버튼 작동금지(개별난방기 가동불가 발생)
3) 리모콘 덮개 내에 이물질(종이등)삽입 후 고정 금지(리모콘 및 기계고장으로 작동 불가 발생)

Ⅱ. 무단 난방기기 및 전기기기 회수 안내
우리 대학은 중앙난방 및 심야전력을 이용한 설비를 갖추어 캠퍼스 전역에 난방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개별적인 무단난방기기를 사용함으로서 화
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되고, 또한 과다한 전기사용에 따른 용량초과에 의한
단락사고 및 부분 정전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본교에서 각 실에 설치한 난방기기 및 전기기기 외에는 회수 조치할 것이
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단난방기기 및 전기기기 : 전기히터, 전기라디에터, 전기후커, 전기후라이펜,
냉장고, 가스버너, 기타.
나. 회수기간 : 2019년 11월 13일

～ 2020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