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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based on the detailed inspection data for the last 6 years of fire-fighting high 

ladder vehicles, fire-fighting inflected ladder vehicles, fire-fighting chemical vehicles and fire-fighting 

pump vehicles used in front-line fire departments. The purpose is to contribut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fire-fighting vehicles by grasp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each city and province, 

the rate of defects, and the occurrence of defects by year. Method: The implementation status by city 

and province, defect incidence rate, and defect occurrences by year were analyzed. Result: From 2012 

to 2017, when the average of 230 or more overhaul vehicles was requested, the results of each city/ 

province show slight fluctuations, but the number of defects gradually decreased due to the old fire- 

fighting vehicle replacement project and the response of fire vehicle manufacturers. Conclusion: In the 

case of fire-fighting ladders, the incidence rate of defects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elevator 

device, electric device, ladder device, and pneumatic supply device. And in the case of the fire fighting 

ladder,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idence of defects appeared in the order of the refractive ladder, 

hydraulic cylinder, hydraulic oil, and pneumatic supply device. In the case of fire-fighting chemical 

vehicles, it was confirmed that defects occurred in the powder fire extinguishing device, fire pump, 

vacuum pump, and pneumatic supply device. 

Keywords: Detailed Inspection, Fire-fighting High Ladder Vehicles, Fire-fighting Inflected Ladder 

Vehicles, Fire-fighting Chemical Vehicles, Fire-fighting Pump Vehicles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선 소방관서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용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및 

펌프차의 최근 6년간의 정밀점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종별로 시·도별 실시현황, 결함 발생률 및 연

도별 결함 발생 사항 등을 파악하여 소방차량의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소방용

의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펌프차 및 화학차의 최근 6년간 정밀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

검 데이터를 통하여 차종별, 시·도별 실시현황 및 결함발생률, 연도별 결함사항을 분석하여 사용 연수

에 따른 결함 발생 등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230대 이상의 정밀점검 차량을 신청한 2012

년에서 2017년도까지 시·도별 결과, 약간의 변동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과 소방

차량 제조업체의 대응 등으로 결함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 소방고가사다

리차의 경우 결함발생율은 승강기장치, 전기장치, 사다리장치, 공압공급 장치의 순서로 결함의 발생률

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방굴절사다리차의 경우 굴절사다리, 유압실린더, 유압오일, 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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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장치의 순서로 결함의 발생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화학차의 경우는 분말소화장치, 소방펌프, 진공펌프, 공압공급 

장치의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방펌프차의 경우는 물탱크, 소방펌프, 진공펌프 및 공압공급 장치의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정밀점검, 소방고가사다리차, 소방굴절사다리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서 론

소방자동차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진압업무에 사용되는 소방펌프차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소방자동차와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자동차,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의 특수차량을 

총칭하고 있다(National Fire Agency, 2018).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 소방의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자동차의 운용 및 내용 연수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장비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함으

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에 대한 검증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Kim, 2018). Fig. 1에서는 대표적인 소방자동차인 소

방사다리차, 소방굴절사다리차, 소방화학차 및 소방펌프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Ku, et al. 2019).

Fig. 1. Various types of real fire-fighting vehicles

한편, 소방자동차의 종류별 내용연수 기간을 살펴보면, 소방사다리차는 12년, 소방화학차 및 소방펌프차는 10년, 소방구

조차의 경우는 8년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Lee et al. 2015). 그러나, 소방자동차의 운행 거리가 12만 km에 도달한 경우 및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 하였지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체 시기가 연장이 결정된 소방차량의 경우는 그 기간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Ku, et al. 2011). 이와같은 결정 및 평가는 소방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

는 소방장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방장비의 성능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 등의 구체

적인 운영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2018년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소방장비 성능평가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시도별로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Ah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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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사용 연수에 따른 고장 증상 등을 예측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신규 소방차량 제작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소방차량 관리로 소방력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하고자 

소방용의 고가사다리차(Jung, et al. 2020), 굴절사다리차(Lee, 2013), 펌프차 및 화학차의 최근 6년간 정밀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 데이터를 통하여 차종별, 시·도별 실시현황 및 결함발생률, 연도별 결함사항을 분석하여 사용연수에 따른 

결함 발생 등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론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방자동차의 대상으로서는 전국 18개 시·도 본부 및 민간업체의 소방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방용 차량의 수리 이력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

로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 및 소방장비 검사 등에 관한 운영기준 제9조이며, 점검대상으로서는 소방고가 및 굴절사

다리차, 소방펌프차와 소방화학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로 소방용 차량의 점검주기는 소방고가 및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에는 취득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에 1회씩이고, 소방펌프차와 소방화학차는 취득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년에 1

회씩의 점검주기를 가지고 있다.

분석항목으로서는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의 경우에는 유압부분, 와이어 등의 12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소방화학차는 분

말소화장치, 가스소화장치 등의 10개 항목이며, 소방펌프차는 소방펌프, 진공펌프 등의 7개 항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방법으로는 최근 6년간 정밀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종별, 시·도별 실시현황 및 결함 발생

률, 연도별 결함 사항을 분석하여 사용연수에 따른 결함 발생 등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차종별 정밀점검 현황

6년간 정밀점검 차량의 차종 분석결과 Fig. 2와 같이 소방펌프차가 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도별 정밀점검 실시 차

량은 2014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력 극대화를 위하여 정밀점검 

신청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예측된다. 또한, 2016년부터 시작된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 추진으로 신규 소방차량 증

가로 정밀점검 대상차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Table 1로써 판단할 수 있다(Kim, 2018). 

Fig. 2. Vehicle type of overhaul vehicles for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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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us of detailed inspection by year and vehicle type

Division Sum ’12 years ’13 years ’14 years ’15 years ’16 years ’17 years

High-ladder vehicle 615 90 91 116 126 98 94

Inflected ladder vehicle 736 108 107 143 146 119 113

Chemical vehicle 428 69 52 78 90 66 73

Pump vehicle 2,598 72 385 696 545 541 359

Total 4,377 339 635 1,033 907 824 639

정밀점검업무를 개시한 2011년을 제외한 최근 6년간 정밀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국민안전처의 노후소방 차량교체사업으로 배치된 소방차량의 취득 연수가 5년이 되

는 2021년에는 정밀점검 대상 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시·도별 정밀점검 실시 현황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정밀점검 실시현황은 Fig. 3과 같이 경기소방본부가 23.7%를 차지하여 정밀점검을 가장 많이 받

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경기소방본부 외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소방본부도 평균 이상의 소방차량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Status of applications for detailed inspection by city/province.

결 과

차종별 결함 발생건 수

Table 2와 같이 차종별로 결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방고가사다리차는 2015년에 결함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 되

었고, 2016년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방굴절사다리차는 소방고가사다리차와 동일하게 2015년에 결함 발생

건 수가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점차 감소 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소방펌프차와 소방화학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결함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부터 하향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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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실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결함 발생건 수가 소방고가 및 굴절사다리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

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us of defects by vehicle type and year

Division Sum ’12 years ’13 years ’14 years ’15 years ’16 years

High-ladder vehicle 260 295 324 342 262 207

Inflected ladder vehicle 276 252 333 426 376 360

Chemical vehicle 151 191 257 213 177 188

Pump vehicle 165 1,162 1,869 1,216 1,146 684

Total 852 1,900 2,783 2,197 1,961 1,439

소방고가사다리차 분석 결과

소방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주요결함 발생 내용을 살펴보면 Fig. 4와 같이 승강기장치(40%), 전기장치(14%), 사다리장치

(13%), 공압공급 장치(13%)의 순서로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분별 주요결함 내용은 승강기장치 부분은 승강기 추락장

치, 도르래, 와이어 등 불량, 전기장치는 시스템 이상 여부, 통신장치, PLC전압 미달 등, 사다리장치는 사다리 휨, 안전센서, 

패드 등 불량. 기타사항으로는 특장공압 누설, 유압누유, 방수 시 누수 등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Details of major defects in the case of fire ladder truck

소방굴절사다리차 분석 결과

 소방굴절사다리차 주요 결함 발생 내용을 살펴보면 Fig. 5와 같이 굴절사다리(23%), 유압실린더(20%), 유압오일(14%), 

공압공급장치(13%) 등 순서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별 주요결함 내용은 굴절사다리에서는 슬라이드 패드, 

보조사다리 소음, 붐의 휨 등 불량, 유압실린더에서는 유압실린더 침하, 실린더 로드 오일 누유 등, 유압오일에서는 유압오일 

불순물 및 수분 침투, 누유 등의 문제와 기타사항으로는 특장 공압 누설, 시스템 이상 여부, 방수 시 누수 등 불량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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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tails of major defects in Inflected ladder vehicle

소방화학차 분석 결과

 소방화학차 주요 결함 발생 내용을 살펴보면 Fig. 6과 같이 분말소화장치(20%), 소방펌프(20%), 진공펌프(20%), 공압공

급 장치(20%)의 결함발생 분포가 부분별로 유사하게 발생되는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별 주요결함 내

용으로는 분말소화장치에서는 질소 누설, 약제 및 질소 충전 부족 등 불량, 소방펌프는 방수압력유지 불량, 펌프 누수 등, 진

공펌프는 진공성능 미달, 진공 누설 등, 공압공급 장치에서는 특장 솔레노이드, 공압실린더 등, 기타사항으로는 물탱크 누수, 

펌프실 조작판 계기류 등의 결함 사항이 발생하였다.

Fig. 6. Details of major defects in fire-fighting chemical vehicles

소방펌프차 분석 결과

소방펌프차 주요결함 발생내용 분포는 Fig. 7과 같이 물탱크(20%), 소방펌프(20%), 진공펌프(20%), 공압공급 장치(20%)

의 결함 발생 분포가 소방화학차와 유사하게 특정 부분에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분별 주요결

함 내용으로 물탱크에서는 물탱크 누수 및 내부 방파판, 배관 용접부 탈락 등 불량 발생, 소방펌프에서는 방수압력 유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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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누수 등, 진공펌프에서는 진공 성능 미달, 진공 누설 등, 공압 공급장치에서는 특장 솔레노이드, 공압실린더 등에서 발생

하였으며 누설 발생의 기타사항으로는 방수총 누수, 경광등, 작업등, 펌프실 조작판 등의 결함 사항이 발생하였다.

Fig. 7. Details of major defects in fire-fighting pump car

시·도별 결함 발생 분석 결과

한편, Fig. 8에서는 전체 정밀점검 차량 중 평균 대수(230대) 이상을 신청한 7개 시․도본부의 결함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으

며, 분석한 결과 연도별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결함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당시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분야에 투입된 지방교부세 예산 6천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소방용 차량의 교체와 소방차량 제조

업체의 결함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써 발생 건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Defect occurrence trend by city and province

결 론

 일선 소방관서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용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및 펌프차의 최근 6년간의 정밀점검의 데이

터를 기반으로 차종별로 시·도별 실시현황, 결함 발생률 및 연도별 결함 발생 사항 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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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주요결함 내용으로는 승강기장치, 전기장치, 사다리장치, 공압공급 장치의 순서로 결함의 

발생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방굴절사다리차의 경우 굴절사다리, 유압실린더, 유압오일, 공압공급 장

치의 순서로 결함의 발생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방화학차의 경우는 분말소화장치, 소방펌프, 진공펌프, 공압공급 장치의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방펌프차의 경우는 물탱크, 소방펌프, 진공펌프 및 공압공급 장치의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평균 230대 이상의 정밀점검 차량을 신청한 시·도별 결과 약간의 변동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과 

소방차량 제조업체의 기술대응 등으로 결함 발생 건수가 2017년 기준으로 그 이전보다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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