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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on a new design of a household fire extinguisher with an increased initial responsiveness in case of fire. A public 
survey was taken prior to the new design and 133 faithfully answered surveys among the respondents were used as the research material. The 
survey was divided into the contents on the recognition of the fire extinguisher, the general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and it was carried 
out to b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Design summaries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are: First, the distance of fire 
distinguishing material to reach was made to be controlled for more responsiveness in terms of functionality. Second, the head of the fire 
extinguisher is in red and the spray button is in luminous paint to glow in the dark in terms of visibility. Third, it is made smaller and added a 
separate handle for bigger sized fire extinguishers in terms of mobility. Fourth, it is made in an aerosol type and has a friendly character on it 
in terms of approachability. Finally, colors of vivid tones, harmonious pastel tones or light greyish tones were used in terms of aesthetics. 
With the above study results applied to existing fire extinguisher design, it may contribute to reducing any fir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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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화기 하나로 초기 화재 진압만 가능하다면 소방차 

다섯 대가 출동해서 불을 끄는 진화력을 갖고 있다고 한

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화

재 진압에 나설 때 가능할 뿐 상당수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화

재 발생건수가 1만 690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

실뿐 아니라 사망자도 무려 184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소

화기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은 5건 밖에 

되지 않았다1). 이에 본 연구자는 사용자입장에서 소화기

의 디자인적 결함을 발견하고 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된 디자인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화

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줄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가정용소화기로 그 범위를 정했다. 특히 기

술적인 측면 보다는 디자인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사용자들이 갖는 소화기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활용해서 디

자인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2.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2.1. 설문의 목적 및 내용

설문의 목적은 소화기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디자인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

는데 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나열하면 먼저 인구 통계학적 

문항으로

1. 성별을 묻는 문항

2. 주거지 종류를 묻는 문항

3. 주거지내 소화기 비치여부를 묻는 문항이며, 소화기

에 대한 일반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4. 소화기 느낌에 대한 부담정도를 묻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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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게이지 파악여부를 묻는 문항

6.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숙지 여부를 묻는 문항

7. 화재발생시 진화의지를 묻는 문항

8. 소화기 구매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을 묻는 문항

9. 주거지내 적절한 소화기 비치장소를 묻는 문항

10. 소화기 선호색상을 묻는 문항이다.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 로 소화기에 대한 디자인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11. 디자인전반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

12. 색상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

13. 경량화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

14. 시인성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

15. 친근감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이며,
마지막으로

16. 소화기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요구사항을 묻는 서

술문항까지 총 16개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2.2. 신뢰도

배포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답변한 133부를 최종적으

로 선정해서 활용했다.
먼저 설문조사 데이터가 연구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측정하 다2) 측정에 사용된 문항으로는 

소화기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묻는 3개 문항과 소화기 

디자인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지수인 크론바흐 알

파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통해서 알 수 있으

며, 그 값이 0.6 이상을 갖게 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1에서 크론바흐 알파 값이 각각 0.673과 

0.610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신뢰할만하다

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분석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상관관계예측

소화기에 대한 친근감 정도, 소화기 작동법의이해, 소
화기에 장착된 압력게이지의 판별능력 여부가 화재 발생 

시 개인의 진화의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지를 판별

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3). 단 독립변수가 범

주형 척도이므로 더미변수를 취해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결정계수 R제곱이 각각 0.114, 
0.408, 0.173이고 F값이 각각 5.548, 29.606, 8.986이며 F의 

Reliability analysis result

Concepts Survey question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Recognition of fire 
extinguisher Questions4∼6 3 .673

Fire extinguisher design 
improvements Questions11∼15 5 .610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A regression analysis result based on dummy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 Evolution will

Dummy variables R square,
(Adjusted R square) F 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F

The feeling of 
extinguisher .114(.094) 5.548 .001

How to use fire 
extinguishers .408(.394) 29.606 .000

Pressure Gauge 
identification .173(.154) 8.986 .000

Table 2. A regression analysis with dummy variables

유의확률이 각각 0.001, 0.000, 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R제곱의 값은 크지 않지만 F값이 3개 모두 1 이상 이

면서 F 의 유의확률이 3개 모두 유의수준 0.05 미만이므

로 소화기에 대한 친근감, 소화기 작동법의 이해, 소화기 

압력게이지에 대한 판별능력 모두가 개인의 진화의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화기에 대한 색상의 개선의지, 경량화개선, 시

인성개선, 친근감에 대한 개선의지가 디자인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에 향을 미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다중회

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결정계수 R제곱이 0.183, F값이

7.176 F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R제곱의 값은 크지 않

지만 F값이 모두 1 이상 이면서 F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

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의수준 0.1미
만에서 색상에 대한 개선의지와 친근감에 대한 개선의지

는 디자인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

지만, 경량화에 대한 개선의지와 시인성에대한 개선의지

는 디자인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에 대한 향력이 미약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efficient a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Values Significance 
probabilitySession 

value (B)
Standard 

error Beta

(A constant) 2.099 .403 5.209 .000

The color 
improvement .166 .068 .206 2.433 .016

Lightening 
improvement -.002 .092 -.002 -.021 .983

Visibility 
improvement .031 .101 .033 .307 .759

Intimacy 
improvement .306 .111 .297 2.756 .007

R square (Adjusted R square):.183 (.158)

F 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of F): 7.176 (.000)

a. dependent variables: overall design improvements on existing fire 
extinguishers

Table 3.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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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모색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

3.1. 소화기의 비치현황

Table 4는 소화기비치여부를 묻는 설문과 주거지종류

를 묻는 설문을 서로 교차분석한4)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서 카이제곱 56.659,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미만으로서 주거지 종류에 따라

서 소화기의 비치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화기 비치여부에 관련한 설문에 응답한 

133명의 응답자 중 47.4%는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8.6% 잘 모르겠

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4.1%로서 절반이 넘는 사용자가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통한 최소한의 진화의지 조차 발

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지 종류별로 

볼 때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를 포함해서 소화기가 비치되

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연립주택이 57.1%, 다세

대주택 90%, 단독주택 84.6%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에 비

해서 아파트는 23.2로 나타나 주거지내의 전반적인소화기 

확보도 시급하지만 주거지간의 편차를 해결할 수 있는 디

자인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3.2. 사용자들의 소화기디자인에 대한 개선의지

Table 5는 사용자들의 기존소화기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설문과 성별을 묻는 설문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유의확률)값을 보면, 디자인전

반의 개선의지에 있어서 3.258(0.516), 색상에 대한 개선의

지는 2.419(0.659), 경량화개선의지 5.222(0.265), 시인성에 

대한 개선의지 2.454(0.653), 친근감에 대한 개선의지 

3.052(0.549)로서 모두가 유의수준 0.05를 초과했기 때문

에 사용자들의 개선 의지는 성별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소화기 개선의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소화기디자인전반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

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0%,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2.8%, 중간이라는 응답자가 33.1%,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3.1%,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

Whether the extinguisher is displayed or not,* residential type cross tabulation

Residential type
Overall 

Apartments Row 
houses

Multi-family 
housing

Single-family 
homes

Displayed
50 3 8 2 63

75.8% 42.9% 17.0% 15.4% 47.4%

Not displayed 
2 4 24 8 38

3.0% 57.1% 51.1% 61.5% 28.6%

I do not know
14 0 15 3 32

21.2% .0% 31.9% 23.1% 24.1%

◊Pearson chi-square:56.659    ◊Degrees of freedom:6 
◊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000

Table 4.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installation in residences

A will for improvement on the existing fire extinguisher

Fire 
extinguishers 
improvement

Chi-square, 
(Significance 
probability) 

An improvement on the existing color of fire 
extinguishers

Full
Very 

necessary
Necess

ary
Iinterme

diate
Unneces

sary

Totally 
unneces

sary

Overall 
design

3.258
(.516)

1 17 44 44 24 133

3.0% 12.8% 33.1% 33.1% 18.0% 100%

Color 2.419
(.659)

44 37 22 21 9 133

33.1% 27.8% 16.5% 15.8% 9.0% 100%

Lightening 5.222 
(.265)

5 11 33 69 15 133

3.8% 8.3% 24.8% 51.9% 11.3% 100%

Visibility 2.454
(.653)

8 24 40 46 15 133

6.0% 18.0% 30.1% 34.6% 11.3% 100.%

Intimacy 3.052
(.549)

6 38 47 33 9 133

4.5% 28.6% 35.3% 24.8% 26.7% 100%

Table 5. Fire extinguisher improvement volition frequency analysis

자가 18.0%로서 디자인전반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

가 다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소화기색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를 묻

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3.1% 필요하

다는 응답자가 27.8% 중간이라는 응답자가 16.5% 불필요

하다는 응답자가 15.8%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0%로 소화기 색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소화기경량화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8% 필요하

다는 응답자가 8.3% 중간이라는 응답자가 24.8% 불필요

하다는 응답자가 51.9%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1.3%로 소화기 경량화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소화기시인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0% 필요하

다는 응답자가 18.0% 중간이라는 응답자가 30.1% 불필요

하다는 응답자가 34.6%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1.3%로 소화기 시인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소화기접근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

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4.5% 필
요하다는 응답자가 28.6% 중간이라는 응답자가 35.3% 불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4.8%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7%로 소화기의 접근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의지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소화기사용자들로부터 기존소화기에 대한 

개선의지를 묻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가 다소 소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 제품과 다른 유사시에만 쓰이

는 장비라는 점에서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일 것이

다. 하지만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장비라는 점에

서 사용자들이 소화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디자인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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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화기 작동법

사용자가 작동법을 몰라서 소화기를 사용을 할 수 없

거나 부담스러워서 진화작업을 회피한다면 아무리 성능

이 뛰어난 소화기라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Table 6은 사

용자들의 소화기에 대한 작동방법에 대한 숙지여부를 묻

는 설문과 진화의지를 묻는 설문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 106.731, 유의확률 0.000으
로서 소화기의 작동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진화의

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화기사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한 진화의지를 살펴보면 매우 낮음 0%, 낮음 

9.4%, 중간 0%, 높음 37.5%, 매우 높음 53.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용자들

이 소화기사용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진화의지도 높아진

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화기의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용법을 간소화 시키는 디자인개선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7은 사용자들의 성별과 소

화기에 대한 작동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

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

45.6641, 유의확률 0.000으로서 소화기의 작동법에 대한 숙

지여부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구체적

으로 63.2%를 차지하는 남성전체 응답자 중 작동법을 알

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7.2%인데 비해서 여성응답자

How to use Fire Extinguisher * A will to evolve Cross tabulation
A will to evolve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Certainly know
0 3 0 12 17

.0% 9.4% .0% 37.5% 53.1%

Know
0 2 8 41 16

.0% 3.0% 11.9% 61.2% 23.9%

Vague
0 3 10 7 3

.0% 13.0% 43.5% 30.4% 13.0%

Never knew 
3 7 0 1 0

27.3% 63.6% .0% 9.1% .0%
◊Pearson chi-square:106.731    ◊Degrees of freedom:12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000

Table 6.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operation & its 
improvement

Cross Tabulation

How to use Fire Extinguisher

Certainly know Know Vague Never know  The whole

Male
32 44 8 0 84

38.1% 52.4% 9.5% .0% 100%

Female
0 23 15 11 49

.0% 46.9% 30.6% 22.4% 100%

Full 
32 67 23 11 133

24.1% 50.4% 17.3% 8.3% 100%

◊Pearson chi-square:45.664    ◊Degrees of freedom:3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000

Table 7.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operation & gender 

는 36.8% 중 17.8%만이 작동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에 많은 

시간 상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소화기 작동법에 있어서 여성의 입장을 배려한 디자인개

선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3.4. 소재 개선을 통한 경량화

Table 8은 소화기 디자인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묻는 서

술형 문항에 대한 설문결과를 빈도순으로 요약한 도표로

서 첫 번째 사용자들은 크기나 무게에 대한 부담을 느끼

고 있으며, 두 번째 조작이 복잡하다. 세 번째 거북스럽다, 
네 번째 색상이 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특히 무게의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효율의 소화약재

를 사용해서 약재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강도가 확보

되면서도 경량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서 장비의 무게

를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탱크내부의 가스 압력이 한곳

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장비의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able 9는 성별과 진화의지에 대한 설문을 서로 교차분

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 45.6641, 유의확

률 0.000으로서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숙지여부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화의지

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응답의 비율이 남성이 

86.9%인데 비해서 여성은 49%로서 현저히 떨어졌다. 여
성이 가정에 많은 시간 머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NO The existing fire extinguisher 
feeling (the problem)) What to complement

① Heavy, large Lightening, reduced to small

②
Is difficult and complex to 

operate Easy and simple to operate

③ Uncomfortable To apply a character that gives intimacy

④ Distinct colors Colors in harmony with the building

Table 8. Fire extinguisher design

 

Cross tabulation
a will to evolve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Full

Male
0 5 6 39 34 84

.0% 6.0% 7.1% 46.4% 40.5% 100%

Female
3 10 12 22 2 49

6.1% 20.4% 24.5% 44.9% 4.1% 100%

Full
3 15 18 61 36 133

2.3% 11.3% 13.5% 45.9% 27.1% 100%

◊Pearson chi-square: 32.928    ◊Degrees of freedom: 4 
◊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 .000

Table 9. Cross analysis of willingness to fire extinguishing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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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자인 개발시 여성들이 쉽게 진화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화는 물론 경량화 하여 이동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5. 압력게이지

Table 10은 사용자들의 소화기에 대한 압력게이지 파악

여부와 진화의지에 대한 설문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 33.604, 유의확률 0.001로 소화

기의 압력게이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진화의

지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진화의지를 

보면 매우 낮음 0%, 낮음9.1% 중간 0% 높음 31.8% 매우 

높음 59.1%로서 압력게이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진

화의지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압력게이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소화기에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진화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Table 11은 

사용자들의 성별과 소화기에 대한 작동방법을 묻는 설문

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 

37.4001, 유의확률 0.000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파악여

Determine whether the pressure gauge is checked or not * a will to evolve 
cross tabulation

A will to evolve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Certainly know
0 2 0 7 13

.0% 9.1% .0% 31.8% 59.1%

Know
0 1 3 14 7

.0% 4.0% 12.0% 56.0% 28.0%

Vague
0 2 6 24 10

.0% 4.8% 14.3% 57.1% 23.8%

Never know
3 10 9 16 6

6.8% 22.7% 20.5% 36.4% 13.6%

◊Pearson chi-square:33.604    ◊Degrees of freedom:12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 .001

Table 10. Cross analysis of apprehension of pressure gage and 
willingness to fire extinguishing

Cross tabulation
Determine whether the pressure gauge is checked or not

Certainly know Know Vague Never know The whole

Male
21 23 26 14 84

25.0% 27.4% 31.0% 16.7% 100%

Female
1 2 16 30 49

2.0% 4.1% 32.7% 61.2% 100%

Full
22 25 42 44 133

16.5% 18.8% 31.6% 33.1% 100%

◊Pearson chi-square:37.400    ◊Degrees of freedom:3
◊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000

Table 11. Cross analysis of apprehension of pressure gage and 
gender

부가 남녀에 따라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 응답자 중 확실히 알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2.4%
인데 비해서 여성 응답자는 6.1%만이 응답해 남성과 여성

이 서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압력게이지

의 사인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의 입장을 배

려한 디자인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압력게이지의 요구가 

크지 않을 때에는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6. 친근감

Table 12은 사용자들의 소화기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진화의지에 대한 설문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카이제곱 26.151, 유의확률 0.011로서 소화기에 

대해서 친근감을 많이 느낄수록 개인의 진화의지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진화․의지

를 보면 매우 낮음 0%, 낮음 7.1% 중간 0% 높음 42.9% 매
우 높음 50.0%로서 소화기에 대해서 강한 친근감을 느낄

수록 진화의지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렬한 

색채 보다는 부드러운 색채를 적용하거나, 형태에 있어서 

동물이나 캐릭터 문양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Table 13은 사용자들의 성별과 소화기에 대한 친근

감을 묻는 설문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서 카이제곱 1.804, 유의확률 0.614로서 소화기에 대한 친

근감 정도가 남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Feeling of fire extinguisher* a will to evolve cross tabulation
A will to evolve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Very friendly
0 1 0 6 7

.0% 7.1% .0% 42.9% 50.0%

Friendly
0 7 15 40 21

.0% 8.4% 18.1% 48.2% 25.3%

Burdensome
2 4 2 13 8

6.9% 13.8% 6.9% 44.8% 27.6%

Very burdensome 
1 3 1 2 0

14.3% 42.9% 14.3% 28.6% .0%
◊Pearson chi-square:26.151    ◊Degrees of freedom:12

◊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011

Table 12.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design and willingness 
to fire extinguishing

Cross tabulation
Feeling of fire extinguisher

Very friendly Friendly Burdensome Very burdensome Full

Male
11 52 17 4 84

13.1% 61.9% 20.2% 4.8% 100%

Female
3 31 12 3 49

6.1% 63.3% 24.5% 6.1% 100%

Full
14 83 29 7 133

10.5% 62.4% 21.8% 5.3% 100%
◊Pearson chi-square:1.804    ◊Degrees of freedom:3

◊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614

Table 13.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design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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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응답자 133명에 대해서 매우 친근하다 10.5%, 친근하

다 62.4%, 부담스럽다 21.8%, 매우 부담스럽다 5.3%로 나

타나 대체로 높은 긍정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화율

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Table 8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

물문양이나, 캐릭터 등을 소화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

리라 본다.

3.7. 소화기 구매시 선호도

Table 14는 소화기 구매시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

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를 나타낸 도표로서 

1위는 76명이 응답한 기능성 측면, 2위는 45명이 응답한 

이동성 측면, 3위는 40명이 응답한 시인성 측면, 4위는 67
명이 응답한 접근성 측면이며, 마지막 5위는 89명이 응답

한 심미성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시 고려사항은 제

작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상충되는 점에 

있어서 기능성, 이동성, 시인성, 접근성, 심미성 순으로 디

자인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3.8. 주거지내 소화기의 비치 위치

Table 15는 주거지내 소화기 비치 위치로 적절한 곳이

Main elements when purchasing* ranking cross tabulation 
Ranking

1st 2nd 3rd 4th 5th
Functionality 76 26 21 9 1

Aesthetics 8 8 7 21 89
Accessibility 3 13 24 67 26

Mobility 8 45 40 26 13
Visibility 38 41 41 10 4

◊Pearson chi-square:496.151    ◊Degrees of freedom:16 
◊Asymptotic significance probability (Two-sided test):.000

Table 14. Cross analysis of key elements of purchase and their order

Extinguisher location * residental area cross tabulation
Shelter type

Total
Apartments Row 

houses
Multi-family 

housing
Single-family 

homes

Public spaces
45 4 37 6 92

33.8% 3.0% 27.8% 4.5% 69.2%

The entrance
26 1 19 5 51

19.5% .8% 14.3% 3.8% 38.3%

Living room
15 0 7 2 24

11.3% .0% 5.3% 1.5% 18.0%

Kitchen 
22 3 15 2 42

16.5% 2.3% 11.3% 1.5% 31.6%

Room
4 0 2 0 6

3.0% .0% 1.5% .0% 4.5%

Veranda 
23 2 13 6 44

17.3% 1.5% 9.8% 4.5% 33.1%

The others
3 1 1 0 5

2.3% .8% .8% .0% 3.8%

Total
66 7 47 13 133

49.6% 5.3% 35.3% 9.8% 100.0%

Table 15.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placement in residences

어디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 도표로

서 1위는 69.2%가 응답한 공용공간, 2위는 38.3%가 응답

한 현관, 3위는 33.1%가 응답한 베란다, 4위는 31.6%가 

응답한 주방, 5위는 18.0%가 응답한 거실, 6위는 4.5%가 

응답한 안방이며, 마지막 7위는 3.8%가 응답한 기타위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방이나 거실, 

안방에 비해서 공용공간이나 베란다는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낮아 신속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되는 

곳인데 오히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용자들이 소

화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소화기를 사용자 가까이 비치할 수 있

도록 유도 위해서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9. 소화기 색상에 대한 선호도

먼저 Table 16은 소화기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색상에 

대한 선호도를 복수응답을 통하여 실시한 설문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서 1위는 붉은색으로 79.7%이며, 노란색이 

17.3%로 2위, 주황색이 14.3%로 3위, 그 뒤를 이어 은색, 
파랑, 녹색, 흰색, 기타색상, 보라색, 분홍, 하늘색, 연한갈

색 순으로 나타나 선호도가 높은 색상은 대체로 난색 계

Fire extinguisher color * Gender Cross tabulation

Rank
Gender

Sum (Priority)
Male Female

Red 1
66 40 106

49.6% 30.1% 79.7%

Pink 10
4 2 6

3.0% 1.5% 4.5%

Orange 3
12 7 19

9.0% 5.3% 14.3%

Yellow 2
11 12 23

8.3% 9.0% 17.3%

Green 6
5 4 9

3.8% 3.0% 6.8%

Blue 5
5 5 10

3.8% 3.8% 7.5%

Light blue 10
4 2 6

3.0% 1.5% 4.5%

Light brown 12
1 0 1

.8% .0% .8%

White 7
5 3 8

3.8% 2.3% 6.0%

Silver 4
11 2 13

8.3% 1.5% 9.8%

Violet 9
4 2 6

3.0% 1.5% 4.5%

The others 8
5 2 7

3.8% 1.5% 5.3%

Total
84 49 133

63.2% 36.8% 100.0%

Table 16. Cross analysis of fire extinguisher color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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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색은 주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소화기 색상 선택에 있어서 붉은색이나 유사색상을 주조

색으로 배색하거나 최소한의 경우라도 포인트 색으로 배

색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4. 소화기의 디자인 제안

지금까지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Fig. 1과 같이 소화기디자인을 제안해보았다.

Fig. 1. Design of fire extinguisher

Fig. 2. Characteristics of fire extinguisher

먼저 본 소화기가 기존 소화기와 다른 외형적 특징은 

소형화, 에어졸(aerosol)시스템적용, 손잡이부착, 분사거리

의 자유로운 조절, 캐릭터 적용을 들 수 있다. 내부적 특

징은 Fig. 2와 같이 분사 버튼을 누르면 화론과 질소 가스

로 혼합된 소화약재가 분사구를 통해서 방출 되도록 하

다. 또한 진화가 끝난 후 버튼을 떼면 내부 스프링의 팽창

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사구가 닫히도록 고안되어서 사용 

후 남은 약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설문결과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기능성, 시인성, 이동

성, 접근성, 심미성 순으로 제시해보았다. 

4.1. 기능성

Fig. 3은 근거리나 일반적인 진화 작업 시 소화약재가 

분출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볍게 누르기만 하

면 분사가 가능하도록 하 다.
평상시 분사 스틱이 접혀 있는 상태로 비치하기 때문

에 화재발생시 그대로 헤드 상부에 있는 버튼을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분사가 되도록 하 다. 
Fig. 4는 원거리 혹은 높은 천장, 틈새 부분에 화재가 

발생할시 진화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재 토출부스

틱이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스틱을 펴면 원하

는 원거리 발화지점까지 분사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있

다. 소화기는 조작이 쉽고 간편할수록 진화의지가 높아진

다는 것을 지난 설문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 시 설문결과에 입각해서 진화과정을 단

순화하고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전핀은 적용하지 않

았다. 또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쉽게 소화약재가 분사

Fig. 3. Short distance fire extinguishing

Fig. 4. Long distance fire extingu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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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 으며, 버튼을 떼면 안전하게 더 이상 분사되

지 않도록 하 다. 따라서 기존 소화기와 같이 조작이 복

잡하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었던 진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4.2. 시인성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 소화

기는 쉽게 눈에 띄어야한다. 즉 주목성과 시인성이 높아

야 할 것이다5). 먼저 주목성 측면에서 난색이면서 고명도, 
고채도의 색상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소화기색상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붉은색은 주목성이 높은 대표적 색

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인성 측면에서 보면 특정 색

상이 항시 눈에 띄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주변 환경색이 

소화기와 비슷한 색상, 비슷한 채도, 특히 비슷한 명도일 

때 소화기의 식별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점에서 Fig. 5는 소화기의 헤드부(뚜껑부)가 주

목성이 높은 붉은색을 취하면서도 몸통부는 저채도 고명

도의 다양한 색상을 적용함으로서 어떠한 주변 환경색과 

만나더라도 소화기 헤드부와 몸통간의 대비색상에 의해 

최소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주변 환경 색채와 

명도 및 채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시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Fig. 6과 같이 버튼부는 야

광효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어두운 곳에서도 소화기 

식별이 용이할 뿐 아니라 버튼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신속한 진화작업이 가능하도록 하 다.

4.3. 이동성

가정용소화기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담감 없이 

Fig. 5. Visibility

Fig. 6. Easily distinguishable

4.3. 이동성

가정용소화기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담감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Fig. 7과 같이 부피를 줄이면서 진화 후 오염발

생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소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청정

한 하론을 소화 약재로 적용하 다6). 
소화용기에 있어서 무게를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서 탱크부위는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 다7). 그
리고 탱크의 폭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곡면을 최대

한 살려 압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헤드부에 

있어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경량화하기 위해서 유리섬

유강화 플라스틱을 소재로 적용해보았다. Fig. 8과 같이 

쉽게 파지가 곤란한 소화기에 대해서 손잡이를 부착함으

로 이동은 물론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 다.

4.4. 접근성

본 설문결과를 통해서 소화기에 대한 친근감이 진화의

지에 긍정적인 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사용자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Fig. 8과 같이 에어졸 형식을 채택해 보았다. 또
한 크기가 갖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폭80mm, 높이 

194mm의 크기로 소형화 시켰다. 몸통부의 색채는 비비드

톤(vivid tone)을 피하고 펠톤(pale tone)과 같은 은은한 색

조를 채택함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접근성이 높아

지도록 하 다. 또한 헤드부분을 친숙한 캐릭터나 동물 

Fig. 7. Fire extinguisher material

Fig. 8.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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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pproachability

Fig. 10. Colors of fire extinguisher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서 어린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남성도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하여 접근성이 높아지

도록 하 다. 

4.5. 심미성

Fig. 9에서 소화기의 색상 선택에 있어서 헤드부분은 사

용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붉은색을 적용하 다. 몸통 

부분은 강한 비비드톤(vivid tone)의 붉은색과 충돌을 피하

기 위해 옅은 펠톤(pale tone)이나 라이트 그레이톤(light 
gray tone)에 해당하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보았다8). Fig. 
10은 헤드부분의 색상과 어울리는 펠톤의 다양한 색상을 

몸통에 적용한 예로서 색상 충돌을 피하면서도 면적대비

와 채도대비를 끌어내어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5. 결 론

소화기는 소방관들이 투입되기 이전 사용자들에 의한 

초기 화재진압에 적절한 장비인 만큼 연구에 있어서 사용

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 하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결과 주거지내 소화기 비치율은 저조했지만 사

용자들의 디자인전반에 대한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소화기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가 적극적 진화

의지에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

자 입장을 반 한 소화기 디자인 개발이 궁극적으로 진화

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본 디자인의 진행은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선호도 순서에 

따라서 기능성, 시인성, 이동성, 접근성, 심미성 순으로 진행

하 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기능성 측면에서 일반 사용자라는 점에서 복

잡한 기능을 가급적 간소화 시켰다. 또한 사용자 가 서있

는 지점에서 발화지점까지 거리가 멀거나 틈새가 좁아서 

약재가 쉽게 도달하기 힘든 경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재 분출 부위를 길이가 긴 스틱 형태를 취하여 

장거리진화는 물론 틈새 부분까지 소화약재가 침투 될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 시인성 측면에서 소화기 헤드부분은 기존 대

부분의 소화기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을 그대로 적용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 몸통부는 헤드부분과 대비

감이 큰 저채도, 고명도의 톤을 적용해서 소화기 자체의 

식별성을 높이면서도 주변 환경색과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상을 적용했다. 소화약재 분사 버

튼은 야광 기능을 적용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소화기

를 찾을 수 있게 하 다.
세 번째, 이동성 측면에서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화 약재는 오염이 적으면서 소화성능

이 뛰어난 하론과 질소 혼합물을 적용했다. 용기소재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을 적용했으며, 
기타 조작부는 경량성이면서 내구성이 대단히 뛰어난 유

리섬유강화 플라스틱(FRP)을 적용해 보았다. 또한 소화기

크기가 크거나 무겁더라도 파지가 쉽고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부착해 보았다.
네 번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

는 캐릭터나 동물문양을 적용했다. 또한 익숙한 에어졸 

형식을 채택하 으며, 크기를 작게하고 무게를 줄여 부담

감을 줄 다.
다섯 번째, 심미성 측면에서 헤드부분에서 강한 비비드

톤인 붉은색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통의 색

상은 펠톤이나 라이트 그레이톤의 다양한 색상을 적용함

으로서 면적대비와 채도대비를 통해서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소화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색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몸통부 색상에 대한 선택폭을 넓

혔다.
지금까지 연구한 디자인 제안사항을 실제 소화기 제작

을 하는데 있어서 반 한다면 초기화재의 진화율을 높이

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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