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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용 믹싱밸브의 필요성 

 

정 원 호, *서 범 석 

삼양발브 엔지니어링부문, * 삼양발브종합메이커 엔지니어링부문 

 

 

1. 서 언 

 

일반 가정에서 급탕용 온수의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온수는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가 주는 즐거움이 

있으나 온수가 너무 뜨거우면 사용시 매우불편하며 화상의 위험이 많다. 가정에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안전성 한계와 안전불감증 등으로 화상의 위험이 많으며 실제로 주변에 많은 화상환자들이 발생하고 있

다. 뜨거운 모든 급탕용 온수는 안전한 제품이나 시스템을 설치 사용하여 사전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급탕용 온수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거주지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을 죽이기 위한 온수 온도 

60℃의 온수를 공급하는 데 이 온도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런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급탕용 온수를 일정온도로 공급되는 자동온수조절혼합밸브(Thermostatic Mixing Valve)를 제작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화상사고방지 책  

 

화상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물의 끊는 점 이하에서도 발생한다. 45℃ 이상의 온도는 매우 빨리 심각한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70℃에서 1초 이하에서는 작은 화상을 입고, 약 10초 정도면 심한 화상을 입는다.  60℃ 약 7초면 작

은 화상, 90초면 상당히 치명적인 화상을 입는다.  

1999년 6월 영국 DTI 에 실린 ‘가정에서의 사고’는 화제가 되었었다. 집안의 사고 중의 14%가 화장실

에서 일어났으며 2,700건이 접수된 사고에서 2,100건이 어린 아이의 목욕 중에 발생하였다. 600건의 

사건에서 21건이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건 (5일 이상 병원 신세를 진 사건) 도 있었다. 21건 중에는 15

명이 65세 이상이며 4명이 18-64세 그리고 2명이 4세 미만이었다. 

화상은 심각한 결과의 경향과 몸의 크게 상처를 남긴다. 보통 치료도 오래가거나 고통스럽다. 어린아이

인 경우는 성장이 멈출 때까지 아니 15년에서 20년 이상 피부 이식수술을 하여야 한다. 고통은 이런 아

이들과 가족들에게 치명적이며 정신적인 압박이다. 손쉽게 샤워, 목욕 그리고 세척을 위해 수온을 관리

하도록 설계 제작된 믹싱밸브를 사용하면 이 위험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를 잘하면 가정에서 온수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목욕이나 세척시 온수의 안전 범위를 

제한한 유럽 국가들은 화상으로 입원하는 사고율을 50%로 줄였다. 사용자는 온수가 공급되는 화장실 

및 부엌 그리고 다용도실과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어장치는 각 

사용 점의 위험 예방을 위한 곳에 설치하면 이용 가족들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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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온수조절의 기능은 설정한 온도를 맞추도록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 

되면 설정값 안에서 들어오는 온냉수의 비율로 밸브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수시로 변하는 공급 압력

과 온도를 안전한 온도로 유지되게 자동으로 비율을 조절한다. 또한 냉수의 공급이 중단되면 이 자동온

수조절혼합밸브(이후로 믹싱밸브로 통칭함)의 기계장치는 자동적으로 닫혀서 위험한 온수의 공급을 미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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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믹싱밸브의 필요성 

 

샤워 중에 주위 변기나 수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샤워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 놀라 피하는 경우가 자

주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없애주는 믹싱밸브는 정확히 사용 장소의 온수를 제어 함으로서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으며 목욕이나 샤워시 안락한 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각자 좋아하는 샤워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욕탕 안에서 한걸음 물려나며 불쾌감을 주거나 위

험성이 있는 곳에선 빠르게 피한다. 욕조에 물을 채워 넣거나 씻을 경우 세면 나 비데를 사용하여도 

믹싱밸브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목욕 시 피부 보호차원에서 매우 뜨거운 온수의 접촉이나 화상으로부터 미리 예방한다. 최소한 모든 믹

싱밸브는 냉수 공급이 중단될 때 온수를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  

위의 경우 샤워나 세면 시에 쾌적한 이점을 있다. 또한 욕조에 목욕물을 받을 때도 큰 이점을 준다. 

부분의 경우 목욕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은 뜨거운 온수를 먼저 받아 놓고 나중에 냉수를 더함으로써 목

욕물의 온도를 맞춘다. 이럴 경우 냉수가 적절히 채워지기 전에 욕조에는 매우 뜨거운 온수로 가득차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어른들은 재빠르게 반응하여 위험한 온수를 피할 수 있지만 상 적으로 연약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가 늦는 노인의 경우도 매우 위

험에 처할 수 있다. 욕조의 물을 채우는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길이다. 

. 

 

4. 믹싱밸브 사용시 장점 

 

1) 화상방지 : 급수와 급탕의 압력과 유량이 변하여도 일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 화상의 위험이 

없다 

2) 물낭비 방지 : 적정한 온수의 온도를 얻기 위해 사용자가 수도꼭지나 밸브를 조작하게 되는데 이

때 적정한 온도의 물을 얻을 때 까지 물을 낭비하게된다. 믹빙밸브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온

도를 즉시 얻을 수 있으므로 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3) 안정적 온도유지 :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수도꼭지를 사용하게 되면 유량의 증감 및 

밸런싱이 막지 않아 사용상 불편이 따랐다.  

믹싱밸브를 이용하면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4) 에너지절약 : 실제 세 내 용도별 온수사용온도는 (표1)과 같이 40 ~52℃이며 이러한 온도 이상의 

온수가 공급할 필요가 없다. 급탕온도를 낮추면 온수배관의 열손실 방지 및 온수를 절약할 수 있어 에

너지절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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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적용 예 

 

1) 욕조 

욕조는 치명적인 화상 발생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물의 안전온도는 필수적이다. 부분

의 사고 발생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 혹은 장애인들이 냉수로 아직 식지 않은 온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이 흘러 넘쳐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믹싱밸브는 욕조에서 온도의 손실을 위해 인정되는  43℃의 최  

온도를 미리 선택하여 안전한 온수를 제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원하는 온도조절은 가능하나 믹싱

밸브가 최고 온도치를 안전한 온도 안으로 조절한다.  

 

 

2) 샤워 제어 

샤워 시에도 고온수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다. 갑자기 변화하는 수온은 차갑거나 뜨거운 것에 관계없

이 놀라거나 미끄러짐 그리고 넘어짐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믹싱밸브는 개별사용자의 샤워온

도 설정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물의 압력이나 온도의 변화에도 샤워 온도를 설정치를 유지시킨다. 온

수와 냉수의 갑작스런 공급중단으로 샤워용 믹싱밸브가 자동으로 유량을 차단함으로써 화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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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방지한다 . 믹싱밸브의 권장온수 온도는 40~43℃이다. 

 

 

3)  비데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몸의 일부 중에 민감한 부분은 낮은 온도 설정이 요구된다. 비데에 사용되는 물

의 온도는 믹싱밸브의 사용으로 최  37℃로 제어한다. 

 

 

4) 세면기  

손을 씻을 때 보통 사람들은 물이 따뜻해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흐르는 물에 손을 닿게 한다. 

흐르는 온수에 손을 닿게 되면 화상의 위험은 경고가 없이 발생한다. 어린아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 위험도가 크며 화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세면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온수 온도도 믹싱밸브를 설치하여 안전온도 40℃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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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엌 씽크/ 접시 닦기 

부엌의 환경에서 화상 위험도 크다. 기름을 제거하기엔 46~48℃의 뜨거운 온수가 필요하여 화상의 위

험이 있다.  

 

6. 결언 

 

급탕용 온수60℃나 그 이상의 온수 온도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뜨거워 화상의 위험성을 증

가시킨다. 이에 믹싱밸브를 적용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믹싱밸브의 사용이 온수의 온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제어하여 사용자는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가족의 구성원들은 고온수의 위험한 화상으로부터 보호 받게 된다.  또한 

수자원과 에너지도 절약하여 친환경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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