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식분말소화기 폭발사고 사례 분석

박호  · 이의평*

주 학교 소방안 공학과

1. 소화기 폭발사고 사례분석 배경  시사

  소방용기기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는 일반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작 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금년 들어서만 화재진화를 위해 소화기를 
작동시키다가 폭발하는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하였다. 소화기는 내부에 충전된 소화약제에 따라 분
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소화기 중 
국내에는 분말소화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다. 분말소화기는 가압식과 축압식이 있는데, 
1997년도 이후 국내에서 가압식은 생산되지 않고 축압식만 생산되고 있다. 가압식분말소화기는 생
산된 지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에는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가압식분말소화기 본체용기의 재질은 철재이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습
기가 많은 곳에 놓여 있었다면 15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부식이 크게 진행되어 있는 등 본체용기
나 방사노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체 용기가 크게 부식되어 있거나 방사노즐이 막힌 
상태의 가압식분말소화기를 화재 진화나 소방훈련 등을 위해 조작하면 가압용기의 가스가 본체 용
기 내부로 방출되면서 부식된 바닥부위가 뚫리거나 통째로 빠지면서 순식간에 용기본체가 로켓처
럼 튀어 오르며 용기본체가 조작자의 머리나 목 등을 가격하여 사상하게 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
는 상황이다1). 최근 2건의 소화기 폭발사고는 이러한 잠재적 폭발위험을 안고 있는 가압식분말소화
기를 화재진화를 위해 조작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노후가압식분말소화기가 수거되어 폐기되지 않
는 한 앞으로도 유사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낡은 소화기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소화기
페기시스템을 구축하고2) 이 시스템을 빈틈없이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소화기 폭발로 인한 사상사고 사례 분석

2.1 Case 1 - 소화기 폭발로 사망한 사례 

 2013년 8월 22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압공장의 바닥에 흘러내린 시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옆 공장 김모씨(남, 64)가 낡은 가압식분발소화기를 분사하는 순간 소화기 밑바닥
부분이 터지며 폭발(파열)하였다. 옆 공장에서 가공품을 세척한 후 남은 시너를 통에 붓다가 바닥
에 흘렸고 옆 공장의 그라인더 불꽃이 흘린 시너에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모씨는 소화기 용기본체가 목 부분을 가격하여 즉사하였다. 폭발한 소화기 몸체는 작업장에서 
약 10m떨어진 위치에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할 정도로 폭발 충격이 컸다. 이 가압식 분말소화기는 
분사노즐이 막혀 있었고, Figure 1과 같이 본체용기 아래쪽 용접부위 주변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
었다. 조작레버를 눌러 가압용기의 고압가스가 용기 본체 내로 유도되었음에도 노즐이 막혀 소화
약제가 노즐을 통해 외부로 분출되지 않아서 본체용기 내 압력이 상승하고, 부식으로 약해진 본
체용기 아래쪽 밑면이 상승된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용기본체와 밑바닥부분이 분리되어 파열되면
서 용기본체 아래쪽이 뚫리고 이 뚫린 용기본체 아래쪽으로 가스가 급격히 분출되자 그 반발력에 
의해 본체용기가 로켓처럼 솟아올라 조작자의 목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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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Fire extinguisher of case 1       Figure 2. Fire extinguisher of case 2 

2.2 Case 2 - 소화기 폭발로 상을 입은 사례

  2013. 9. 16(월) 14:37 전남 여수시 조선소에서 예인선을 독크에 올려서 휀더(충격방지용 타이
어 결착 고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빈 페인트 통에서 화염
이 보이자 작업 감독관(남, 59세)이 낡은 가압식분말소화기를 분사하였는데, 이 소화기가 폭발하
면서 몸체가 감독관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소화기는 Figure 2와 같이 용기본체 
아래쪽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으며, 1978년 제작된 것으로 약제중량 8kg, 충중량 15kg이었다. 작
업 감독관이 진화하기 위해 소화기를 작동시키자 가압용기의 가스가 본체용기 내에 가해지는 순
간 폭발(밑바닥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나감)하면서 반동으로 위쪽으로 치솟는 본체용기가 안면부
를 강타하여 중상을 입게 한 것이다. 
2.3 사고사례를 통한 소화기 폭발 및 사상자발생 원인 분석

  위 두 폭발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화기 폭발사고는 가압식분말소화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압식분말소화기의 폭발사고 주요 원인은 소화기 아래쪽 용접부위의 부식이며, 소화기 조
작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밑바닥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반동력으로 순식간에 소
화기 본체용기가 로켓처럼 솟아올라 머리나 목을 가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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