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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종류
분말 소화기(A, B, C급)
분말 소화기 속에는 밀가루와 같은 미세한 분말인 '제1 인산 암모늄'이라는 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화재가 난 곳에 방출하면 질식 또는 냉각 효과가 있어 쉽게
불이 꺼진다. 분말 소화기에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축압식은 용기에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고, 가압식은 소화기통 속에 질소(N2) 또는 탄산가스(CO2)
를 넣은 압력 용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능 및 사용법에는 차이가 없다. 소화기는 크기가 다양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탄산 가스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CO2)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 액화시켜 단단한 철제 용기에 넣은 것이다. 이 소화기는 B,C급 화재에 쓸 수 있고 물을 뿌리면
안되는 화재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특성은 냉각 효과와 질식 효과가 크다.

일반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주고 소화약제를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투척용 소화기 사용방법

[이미지 자료 출처 : 119 안전신고센터]

소화기 관리 요령
1. 소화기는 보기 쉬운 곳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둔다.
2. 습기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수시 점검하고 특히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소방방재 > 소화기사용법

소화기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직장에서 불행하게 불이 났다면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
이 걸립니다. 그러나 불은 작은 불씨가 화재로 변하는데 목조 건물은 5~10분이면 왠만한 집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
다.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나 대형 화재로 변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
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물이고 또 소화기입니다. 따라서 소화기는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소화기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01. 안전핀을 뽑는다. 0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03. 손잡이를 움켜쥔다.

01. 커버를 벗긴다. 02. 약재를 꺼낸다. 03. 불을 향해 던진다.

소화기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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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welfare
https://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
https://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fire_prevention
https://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fire_prevention/fire_extinguisher
http://www.119.go.kr/Center119/sense03.do


4.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의 경우 가압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다.
5. 분말 소화기 축압식은 압력 게이지를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6. 분말 소화기는 가끔씩 약제를 흔들어 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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