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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꼭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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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유지관리

최근 소화기의 느슨한 관리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하기의 사고사례 참조)
일본에서는 소화기 제조업체와 관련 업계가 가정용/업무용에 대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의
회수 작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회수율은 5 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화기의 유지 관레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사례
사례 1
2003 년 5 월 29 일 미국의 삼림업자 소유의 소형 트럭에 탑재된 소화기가 폭발, 그 충격으로
좌석은 파손되고 운전석 부분의 차체 금속판이 움푹 패이고 목제로 된 금속 집게가 2 개 파손.
(출전 : NM State University)
사례 2
2003 년 11 월, 영국의 비스켓 공장에서 소화기가 갑자기 파열하여, 소화기 내부의 봄베가
사무소 창을 깨고 나가 공장밖의 주차장까지 날라감. 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소의 벽이
파손되고 PC 가 완전히 파괴됨.
(출전 : Journal of Failure Analysis and Prevention）
사례 1 의 소화기는 고정되지 않았고 또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례 2 의 사고는 소화기 내부의 가압에 의한 것으로 사례 1 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는 본래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만, 위의 사례와
같이 점검이나 유지관리를 게을리 하여 방치된 소화기는 레버를 누르는 등의 내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우천으로 인하여 부식되어 있던 밑부분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어 역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열될 때의 반동 에너지가 강력하여 파열으로 생긴
파편은 몇 Cm 나 되는 안전대책용 판을 뚫고 지나가 몇 미터나 날아갈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2. 소화기의 구조
일반적인 타입의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라 불리는 것으로, 앞의 사례에서는 이 타입의
소화기가 파열하였습니다. 레버를 누르면 소화기 내부의 봄베가 깨지면서 가압용 가스가
분출되어 내부의 압력을 높여 약제와 함께 방출됩니다.

3. 유지관리
일본에서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8 년 아시아에서는 나라마다 보관장소(옥외 또는 옥내)에
따라 5~8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을 하지 않은 소화기, 비를 맡도록 방치해 둔 소화기,
직사 광선에 노출된 소화기는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일본의 소방법에서는 소화기는 건물 면적이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반기마다 1 회의 점검이
의무화 되어있고, 싱가폴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6 개월마다 점검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나라별로 소방법 또는 제조 사양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불량인 소화기의 사용이 화재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방치된
소화기는 부식, 파열되어 부상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해수나 약품에 의한 부식이 현저한 바닷가나 화학공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화기에 아래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화기에 손을 대지 말고 바로 제조업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 소화기 본체에 녹, 손상, 패인 곳이 발견될 경우
b) 안전핀, 레버, 노즐, 압력계에 손상, 변형이 발견될 경우
또한 약제가 부족한 소화기에 대해서는 소화 사용시에 충분한 소화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회수 요청을 하고, 압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약제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소화기가 “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 는 도구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익히고, 전문업자에 의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Interisk Asia, Asian Risk Information Journal 11 월호
＊Interisk Asia 는 싱가폴에 설립된 MS&AD Insurance Group 의 Risk Management 회사로,
동남이시아 각국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고객에게 전기/화재 위험의 조사, 노동안전, 도난 위험
등의 각종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