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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SCUBA용기 충전과 재검사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Filling &Retest
용기사고 대부분이 충전시 발생되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용기충전이 되어야 되며,  

충전된 용기의 이동은 신고 또는 허가된 차량으로 안전교육을 득한자가 운반하여야 됩니다.

또한 공기호흡기 및 스쿠바 용기검사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부터 3~5년 마다 용기검사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와 충전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 공기 충전 허가 

용기사고의 대부분이 충전시 발생

되므로 안전시설을 갖춘 곳에서 

충전하여야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의거)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충전된 용기는 신고, 허가된 차량으로 

안전교육을 득한자가 운반하여야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4 의거)

▶ 용기 검사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부터 3~5년 마다 

용기검사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의거)

밸브작동확인 밸브탈착 세척접수 외관검사 초순수세척

고압가스제조(충전)허가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증명서

전문 검사기관 지정서



■ 공기충전  - 충전 속도 : 2 ~ 4 Mpa / 분

● 공기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 엔케이텍에서 
매 6개월 마다 공기질 분석을 수행합니다.

● 초순수 세척 후 건조된 상태에서 충전하여 
부식의 원인을 최소화 합니다.

● 용기보호를 위해 충전 속도를 관리합니다.

● 세계적으로 검증된 충전기를 사용하며, 
충전기의 부품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초순수세척

내부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2MΩ~10MΩ 의 

초순수로 완전히 헹구어 냅니다.    

물  ➡ 여과장치  ➡ 역삼투압여과장치  ➡

혼상식이온교환수지탑  ➡ 초미세여과장치  ➡ 초순수

■ 위생검사 

이물질, 부식상태, 라이닝, 나사산, 균열 등의 

용기의 내부상태를 확인합니다. 

KOLAS(공인검사기관),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기기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기질 분석
● 6개월 또는 
권장사용시간 (1,000 hr)

- 충전기 정화필터 
● 2주 또는 
권장사용시간 (100 hr)

운반기밀시험밸브고착 공기충전CLEAN AIR건조 위생검사 

※ 본 공정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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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산

H.P. 010-2553-8814
TEL. 051-832-0135

부산 충전 & 검사소 (지점)

광주

대전

삼척

구미

고압가스충전및용기재검사 네트웍 (A/S 및 수집처)

운반자 신고 및 등록된 차량으로 직접 고객에게 운반하여 항상안전을 생각합니다.

- 매주 전국의 지역으로 배송하기 위해 차량이 항상 대기 하고 있습니다

H.P. 010-4171-6154
TEL. 070-4469-8657

오산 충전 & 검사소 (본사)

서울/ 대양소방

010-5263-0683
02-925-3400

광주/ 

우석소방이엔씨

010-5054-8039

공기질 분석 성적서 

오산본사 접수 및 문의

070-4469-8659
oslee@nkcng.com

부산지점 접수 및 문의

T.051-832-0131 / F. 051-832-0135
jyhwang@nkc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