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트융착기 검사개정 경과사항 
 
2010-09-13 가스신문 보도 (PE버트융착기 기능 보완필요) 
2010-10-11 가스신문 보도 (E/F융착시 이음관 바닥에 닿지 않아야) 
2010-10-14 PE융착기 관련 간담회 개최 
2010-10-18 가스신문 보도 (PE융착기 성능 시험기준 개정 될 듯) 
2010-10-25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전전자) 
2010-11-08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전전자) 
2010-11-22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전전자) 
2010-12-13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민전자산업) 
2010-12-20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전전자) 
 
2011-01-07 세전전자외 3개사 합동으로 “융착장비 성능검사코드 개정”을 요청함 
2011-01-10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전전자) 
2011-01-24 가스신문 보도 (지난해 PE융착기 1622대 성능확인) 
2011-01-28 검사지도처에서 “융착기 성능확인기준 개정”요구 
2011-03-14 가스신문 대형광고 (세전전자) 
2011-10-27 “PE융착기 관련 간담회”에서 거리센서 부착키로 확정 
2011-10-31 가스신문 보도 (PE버트 융착기 문제점 개선 가닥) 
 
2012  
2013-01-17 가스신문 보도 PE융착기 1677대 성능확인 
2013-03-05 가스신문 보도 (두 번의 간담회 거친 개선약속 ‘함흥차사’) 
2013-04-03 가스안전공사 개정된 “융착기 성능확인 지침서”공표하고 발효됨 
2013-04-09 가스신문 보도 (PE관 버터 융착기 문제점 완전 해결) 
 
2014-01-22 가스신문 보도 ([초점]일부 PE관 버트융착기 제때 사용가능할까) 
2014-02-03 투데이에너지 보도 (세민전자, PE 버트융착기 성능 재입증) 
2014-02-27 간담회개최 “융착기성능확인 업무지침 시행 유예요청” 유통발전협의회 
2014-03-03 투데이에너지 보도 (PE융착기 성능확인, 전면 재검토) 
2014-03-04 가스신문 보도 (개정 공문 모른다는 주장에 수령인 확인 
2014-03-10 투데이에너지 인터뷰 (유통발전협의회 김홍식 회장) 
2014-03-10 투데이에너지 보도 (4월 시행 앞두고 유통업체 반발) 
2014-03-24 투데이에너지 광고 (유통발전협의회 입장) 
2014-03-31 투데이에너지 광고 (유통발전협의회 입장) 
2014-03-31 투데이에너지 보도 (PE업계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2014-04-01 한국가스안전공사 (PE융착기 성능확인업무 처리지침 시행 유예 알림) 
2014-04-02 가스신문 보도 (PE관 버트융착기 KGS코드화된다) 
2014-04-07 투데이에너지 보도 (PE융착기 성능확인 시행 유예로 일단락) 
 
2014-06-16 가스신문 보도 (PE버트융착기 KGS코드 왜 늦나) 
2014-07-09 간담회개최 “KGS FS551” 
2014-07-14 투데이에너지 보도 (PE융착기 거리센서 부착비용 논란) 
2014-09-11 한국가스안전공사 (융착기 성능확인 상세기준 승인.공고 알림) 
2014-09-16 가스신문보도 (12월 12일부터 적용, 융착 품질향상기대) 
2014-09-18 가스신문보도 (버트융착기의 상세기준을 환영하며) 
2014-09-28 가스신문세전인터뷰 (PE융착기 코드화는 비정상의 정상 복귀) 
2014-12-14 가스신문보도 (PE버트융착기 12일부터 KGS Code적용) 
 
2015-03-23 투데이에너지 보도 (세민전자,버트융착기 거리센서 부착 ‘순항’) 
2015-12-23 한국가스신문 보도 (PE버트융착기 거리센서 부착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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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투데이에너지 보도 (세민전자,버트융착기 거리센서 부착 ‘순항’) 
 
 



2015-12-23 한국가스신문 보도 (PE버트융착기 거리센서 부착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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