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소화기의 구조와 명칭을 안다.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방법을 안다. 

태도 역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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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

확인

2. 소화기의 구조와 명칭

확인

3.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

을 꺼보기

4. 소화기의 보관과 관리

방법 확인

학교나 집 등 건물의 어느 장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

는지 알아보기

소화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안전핀, 호스, 손잡이 등 소화

기의 명칭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옥내 소화전의 기본 구조와 사용 설명 방법 등을 알아보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꺼보기

옥내 소화전의 호스를 꺼내어 불을 꺼보기

소화기를 출입구 가까운 쪽에 설치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gkRtmQ rody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이 화재 발

생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기 중의 산소를 차단하여 연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

추고 연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

도록 하는 것

화상이나 외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약품으로 준비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들어온 사람이

빨리찾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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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 ql anF

1. 여러 가지 소화기를 관찰하고 특징을

비교하여 본다.

2. 소화기의 외부 구조와 명칭을 알아본다.
손잡이

소화기 (1개/모둠)

소화기 구조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본다. 

나무 도막 (5∼6개/모둠) 

신문지 (여러 장/모둠) 

점화기 (1개/모둠) 

안전핀

호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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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이 잡힐 때까지 뿌린다.

3. 운동장에 나가 나무를 공기가 통하도록

잘 쌓고 신문지이나 폐지를 이용하여 불

을 붙여 본다. 

나무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쌓아야 불이 잘 붙는다. 

신문지는 나무보다 발화점이 낮

으므로 쉽게 불이 붙는다. 이를

이용하면 나무에 불을 붙이기가

쉽다. 

불이 붙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

때 이전 수업에 대한 복습 내용을

퀴즈 등으로 제시하고 잘 푸는 학

생에게 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바람을 등지는 이유는 불이 바람

이 부는 쪽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바람을 맞대고 서면 불길과 소화

약제가 사람 쪽으로 날아올 수

있다. 

5.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6.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서 불을 향해

소화액을 뿌린다.

4.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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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7.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본다.

10. 소화전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

향으로 틀어 물이 나오면 불을 끈다.

불씨가 남아 있으면 다시 불이 붙

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진화 여부

를 꼭 확인하는 태도를 가진다.

간단한 화재의 경우에는 소화기

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고, 화재

가 클 때에는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

에 갇히지 않도록 반드시 주위를

살펴본다

어린 아이들의 장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경보 장치의 덮개는

부순 후에 스위치를 누르도록 되

어 있다. 

기름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물

을 뿌리면 불길이 더 커질 수 있

다. 기름의 경우 모래를 뿌리거나

담요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

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화 장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8. 옥내 소화전의 호스와 밸브, 그리고 화

재경보 장치를 확인한다.

9. 화재 경보 장치의 덮개를 뜯고 스위치

를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가 났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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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손잡이, B：안정핀, C：호스

2. 시계 반대 방향

3.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몸을 숙여 대피합니다.

4. 119

5. 출입구 가까운 벽

6. 화재 경보 장치의 위치, 모래 주머니, 소화기, 세안 시설, 구급 약품

1. 작은 불은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끄고, 큰 불이 났을 때에는 화재 경보 장치의

스위치를 눌러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합니다.

2.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핀을 빼고, 불이 난 방향으로 호스를 향하고 손잡이를 누릅

니다.

3. 소화기는 출입구 가까운 벽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량한 것은 교체합니다.

4. 화재를 대비해 화재 경보 장치, 모래 주머니, 소화기, 세안 시설, 구급약품 등을 점검합

니다.

5.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된 밸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6.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연기가 들어오면 수건 등에 물

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호흡하면서 낮은 자세로 몸을 숙여 대피합니다.

wjD  fl

1. 소화기의 각 부분

명칭은 무엇입니까?  

(                  )

2. 옥내 소화전의 밸브는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물이 나옵니까? (                        )

3. 화재로 인해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4. 화재가 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 번호는 무엇입니까? (                        )

5.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합니까? (                        )

6. 화재를 대비해 점검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                        )

vuD  rk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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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종류

소화기는 화재의 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 차단 등의 효과

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운반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사용하는 약제 또는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에는 포말 소화기·분말 소화기·할론 소화

기·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다.

1. 포말 소화기(거품 소화기)

포말 소화기는 이산화탄소의 거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화기이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하여, 포말 소화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었을 때 두 종류의 액체가 서로 섞여 이산화탄소

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액체 중의 하나는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산알루미늄 용액이

다. 두 액체를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이산

화탄소와 수산화알루미늄이 생긴다. 이 수산화

알루미늄은 미끈거리는 풀같은 성질이 있기 때

문에 거품이 되어 공기의 공급을 차단한다. 포

말 소화기는 목재·섬유 등 일반 화재에도 사

용되지만, 특히 가솔린과 같이 타기 쉬운 유류

나 화학 약품의 화재에 적당하다. 

반면에 전기 화재에는 부적당하다. 사용할 때

는 먼저 소화기의 손잡이를 잡고 화재 현장에

서 5∼6m 떨어진 거리로 옮긴 다음(이 때 소화

기는 바르게 들고 가야 함) 소화기의 노즐을 잡

고 거꾸로 뒤집어 4∼5회 흔든 후 노즐 구멍을

막고 있던 손을 떼고 불을 향해 가까운 곳부터

비로 쓸듯이 뿌린다.

ckArh wkfy

포말 소화기의 구조

노즐

호스

누름쇠

캡

커터

바깥쪽의 통

안쪽의 통

탄산수소나트륨
용액

황산알루미늄
용액

봉판

안전 밸브
안전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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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는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불연성(不燃性) 고압 가스를 이용하여 소화 약품인

아주 미세한 탄산수소나트륨 분말 혹은 제1인산암모늄 분말을 불에 뿌리는 것이다. 탄산수

소나트륨이 소화 약품인 경우에는 분말이 불에 닿아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며, 제1

인산암모늄인 경우는 여러 가지 기체가 발생한다.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기체는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유류·전기·화학 약품

의 화재에 적당하다. 

사용할 때는 먼저 소화기를 화재 현장에서 5∼6m 떨어진 곳까지 옮긴 다음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와 레버를 함께 모아 힘껏 움켜쥐어 약제를 방출시킨다.이 때 바람을 등지고 불을 향

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로 쓸듯이 뿌려 준다. 주의할 점은 사용 직후에는 반드시 용기를

거꾸로 하여 남은 가스를 방출시키고 충전된 고압 가스 용기를 교체하여 소화 약품이 충전된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분말 소화기기에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으나, 기능과 사용법에

서는 차이가 없다.

축압식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의 구조

가스 가압식 분말 소화기

스프링

페킹

호스

호스

노즐폰

노즐폰

노즐 마개

노즐 마개
사이폰관 사이폰관

밑레바

캡

캇터

가압용
가스 용기

분말 역류 방지 장치

가스 도입관

분말 역류
방지 봉판

본체 용기

본체 용기

본체 마개

밸브

윗레바
윗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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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론 소화기

일반 소화기와는 달리 약제로서 할론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목재·섬유 등의 일

반 화재 및 유류·화학 약품 화재와 전기나 가스 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다. 

할론 가스란 프레온 기체와 비슷한 물질로, 프레온 기체에 함유된 염소 원자 대신 브롬 원

자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다. 

사용법은 안전핀을 뽑은 다음 소화

기를 바로 세우고, 노즐을 불을 향하

게 한 후 손잡이를 들어올리며 레버를

누르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내용물이 가압된 상태

이므로 49。C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

키지 말아야 하며, 또 얼굴에 방사하

지 말아야 한다. 

4.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 가스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액화하여 충전한 것으로서, 액화 이

산화탄소가 용기에서 방출되면 기화잠열에 의해서 자동 냉각되어 고체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Dry－ice) 상태가 된다. 액화 이산화탄소 1kg

은 기화하 을 때 15。C에서 534L의 기체로 변하여 가

연물의 주위를 즉시 이산화탄소 가스로 덮어 공기의

공급을 차단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되어 드라이아이스 상

태가 될 때 온도는 －78.5。C까지 급격히 낮아지므로

냉각 효과도 크다. 사용할 때는 호스를 빼어 들고 안

전핀을 뺀 다음 손잡이를 눌러잡고 불이 난 곳에 노

즐을 대고 방사한다.

주의할 점은 방출 노즐을 잡을 때 동상을 입을 염려

가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할론 소화기의 구조

윗손잡이작동축

밸브 본체

노즐

밸브

사이폰관

본체 용기

안전 장치

플러그

아래 손잡이 지시 압력계

호스

손잡이

안전변

안전핀

노즐

폰

사이폰관

밑레바

용기

밸브

윗레바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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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시는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학교의 운동장 등에서 실시할 수도 있

으나 근처에 소방서가 있다면 견학을 가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소방서에는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지역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면 학교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어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 체험 교실의 교육 내용이다. 미리 방문하고자하는

소방서의 견학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요청해 두도록 한다.

소방서 방문

제 1과정(15분)

- 소방서 업무 소개 및 화재 예방 홍보 비

디오 방

- 청사 견학(2층：소방 기기 부품등 전시)

제 2과정(20분)

- 구급·구조 장비 견학 및 조작 시범

제 3과정(10분)

- 물소화기 시뮬레이션 활용 체험

- 방수복 착용, 옥내 소화전 이용 가상 화

재 진압 체험

제 4과정(20분)

- 지휘, 순찰, 펌프, 화학, 굴삭기, 고가

사다리차 견학

- 공기 매트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