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A

M
 

5961 
고객 지원 안내문  

시애틀 소방국  

시애틀 허가 

City of Seattle Fire Prevention Division  
Fire Department 220 3rd Avenue South 
 www.seattle.gov/fire/business-services 

소화기  

2020년 10월 갱신  

사업체 대상 요구사항  

사업장에 요구되는 소화기 유형은 사업 유형과 건축 

자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화기의 위치 역시 해당 사

항들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소매점, 창고 시설 및 주차장에는 약 279제곱미터

(3,000평방피트)마다 2A 등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각 층별로 적어도 한 대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화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보행

거리 약 23미터(75피트)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

다.  

주차장에는 각 보행자 출구에 2A 등급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합니다.  

사무용 건물,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 같은 주거용 건
물 및 다중 집회 시설은 약 557제곱미터(6,000평방피

트)마다 2A 등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각 층

별로 적어도 한 대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람

들이 소화기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보행거리 약 23미

터(75피트)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석유 연소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에는 보일러실의 9

미터(30피트) 이내에 10BC 등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위험 물질의 사용/보관 또는 위험 공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소매점, 창고 시설 및 주차장에는 최소 2A40BC 

등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9미터(30피트) 미

만 간격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개방형 발코니가 있거나 외부로 직접 연결된 출구가 
있는 아파트, 모텔 또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관리실, 

세탁실, 창고 또는 외부 캐비닛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애틀 소방국 검사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의 경우에는 의도된 목적으로 UL300에 

따라 열거 및 라벨링된 상업용 조리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자동 소화 및 배기 시스템을 구비해

야 합니다. 또한, 상업용 조리 설비에서 9미터(30피트) 

이내의 거리에 휴대용 소화기도 비치해야 합니다. 고

체 연료,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 및 지방을 사용하

는 상업용 조리 설비 근처에는 K 등급 휴대용 소화기

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소화기의 무게가 18킬로그램(40파운드) 미만인 경우

에는 소화기 상단 부분이 바닥에서 약 1.5미터(5피트) 

높이를 넘지 않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무게

가 18킬로그램(40파운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화

기 상단 부분이 바닥에서 1미터(3½피트)를 넘지 않도

록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밑부분은 바닥에서 10센

티미터(4인치)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쉽게 눈에 띄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또한 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연간 점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년 정비를 받아

야 합니다.  소화기 정비 인력은 시애틀 소방국의 공

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를 수리해

야 할 경우에는 소화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참

조하십시오.  정비 기술자는 정비 완료 내역과 다음 

정비 예정일을 기재한 태그를 부착합니다.  매년 소화

기를 교체하는 것이 정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날짜가 적힌 영수증 사본을 소화기

에 테이프로 붙여 두어야 합니다.   

 

— 도시 서비스 및 허가에 관한 범부처간 시리즈 일부  

법적 고지 사항: 본 고객 지원 안내문(Client Assistance Memo, CAM)은 규칙 및 

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은 본 CAM상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규

칙 및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