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혁신 ③ >
사례

45,000원의 안심, 화목보일러 사용

부서명

예방안전과

제목

취약가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담당자

소방장 박동규

∎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아 화재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등 연소 확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화목보일러실 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저비용(가구당 45,000원)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대책 마련 → 도내 11,058가구 中 420가구 무료 설치 지원

*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 자동으로 살수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
□ 추진배경
○ 나무를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는 유류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대비 저비용으로 난방이 가능하여 농가주택

內 많은 가구가 사용

※ 도내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11,058가구 → 화재사망자(최근 3년) 5명

○ 나무의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와 소화기 비치(소화기 외 소방시설 설치 의무

無

)

등을 통해 안전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 화목보일러 이용자 대부분이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시 초기 대처가 늦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화목보일러의 화재 위험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추진내용
화재 시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
화목보일러실 內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한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 (추진대상) 도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설치)

420

○ (설치방법) 수도배관을 연장하여 보일러실

內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 이장 등 재능기부 설치단 운영(무료 설치지원)

○ (작동원리) 화재발생 → 폐쇄형 헤드개방(90℃) 및 살수 → 화재진압
○ (소요예산)

만원(가구당 재료비

1,890

○ (관리방법) 화목보일러실

45,000

원

x

420

가구)

內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가구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소방공무원), 주기적 화재예방 순찰 및 계도 추진(의용소방대원)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과정 >
화목보일러 온수
배관 분기 작업

소요물품 준비
(헤드, 연결관 등)

⇨

폐쇄형 S/P 헤드
설치(90℃ 개방)

⇨

마무리 작업

⇨

□ 주요성과
○ 도내 화목보일러 사용
-

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420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보급(대상 확대 예정)

○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을 통해 초기 진화 성공(21.04.11./공주)
-

년

‘21

월 한 농가주택에서 화목보일러에 목재를 가득 넣고 화목

4

투입구를 개방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