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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안내문  

시애틀 허가  

City of Seattle Fire Prevention Division  
Fire Department 220 3rd Avenue South 
 (206) 386-1450 

야외 점화 규제 및 금지  
Updated January 2019 

시애틀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야외 점화가  

금지된다.  

엄격한 화재 안전 요건이 충족되고 대기질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실외 레크리에이션 점화가 허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특정 상황이 있다.  

정의  

레크리에이션용 불이란 조리, 유흥, 의식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사유지에서 발

생하는 숯이나 땔감을 이용한 야외 점화를 말한다.

 잔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은 레크리에이션

용 불로 간주되지 않는다.  

허가는 언제 필요한가?  

지름 3피트(약 91.44센티미터), 높이 2피트(약 60.9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휴대용 옥외 벽난로 

사용, 레크레이션용 불, 조리용 불 등은 소방서 허

가가 필요 없다. 

 가로 3피트(약 91.44센티미터), 세로 2피트(약 60.96

센티미터) 이상의 점화는 퓨젯 사운드 클린 에어 

에이전시(Puget Sound Clean Air Agency)와 시애틀 소

방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질 규제  

퓨젯 사운드 클린 에어 에이전시는 대기질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실내외 점화를 금지할 수 있다. 대

기질 연소 금지 조치가 발효 중인지 확인하려면 1-

800-595-4341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pscleanair.org 를 방문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용 불 요건(시애틀 화재 규정)  

레크리에이션용 불은 불이 포함되지 않는 야외 벽난

로, 그릴, 바베큐장에서 요리, 여가, 종교, 의식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점화에 해당한다.  

레크리에이션용 불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에만 허용된다. 

1. 어떤 대기질 연소 금지 조항도 발효되지 않았다. 

2. 불은 지름 3피트(약 91.44센티미터), 높이 2피트

(약 60.96센티미터)를 넘지 않는다.  

3. 연소 위치는 구조물이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

소 25피트(약 7.62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점화 전에 제

거되어야 한다. 

4. 쓰레기, 마당 폐기물, 폐물, 종이 제품이 연소되지 

않고 있다. 

5. 소화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삽 

한 개와 물 두 양동이 또는 4-A 등급의 충전된 정

원 호스 또는 소화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성인들이 계속 불을 관

리한다. 

7.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 화재가 금지된 공공시

설에서 연소를 하지 않고 있다. 공원에서의 연

소는 특별히 허가된 장소와 적절한 연소 용기

가 제공되는 곳에서만 한다. 

8. 스웨트 로지(sweat lodge) 오두막에서 불을 피우

는 경우, 오두막이 천막으로 지어졌다면 오두막 

자체가 200평방피트(약 18.58제곱미터) 미만이어

야 한다.  

- 도시 서비스 및 허가에 관한 여러 부서 시리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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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위험한 연소  

시애틀 소방법 제307.3조는 위험 요소가 될 경우 소

방당국에 레크리에이션용 연소나 파티오 벽난로에

서 발생한 연소를 즉시 진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소방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야외 연소

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

제든지 진화를 요구할 수 있다. 

금지되는 소재들  

폐기물, 죽은 동물, 아스팔트, 석유 제품, 페인트, 고무 

제품, 플라스틱, 종이(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것 이외), 

판지, 처리된 목재, 건설/폭파 잔해, 금속 또는 불에 탈 

때 일반적으로 독성 방사선, 짙은 연기 또는 불쾌한 냄

새를 방출하는 물질(자연 초목 이외)은 실외에서 태울 

수 없다. 

휴대용 실외난로 사용  

파티오 벽난로는 이동식, 실외, 고체 연료 연소장이라

는 점만 제외하고 석조부분 또는 공장에서 만든 벽난

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벽난로이다. 강철, 콘크리트 

또는 점토로 건축될 수 있으며 짧은 굴뚝을 설치하거

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파티오 벽난로 사용이 허용

된다. 

1. 어떤 대기질 연소 금지 조항도 발효되지 않았다. 

2. 파티오 벽난로는 테라스나 발코니 위에 있지 않으

며 구조물이나 가연성 물질이나 식물로부터 15피

트(약 4.57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단독 주

택 및 듀플렉스 주택의 경우 파티오 벽난로 사용

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3. 쓰레기, 마당 쓰레기, 폐물, 종이 제품 등이 불에 타

지 않고 있다. 

4. 소화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삽 

한 개와 물 두 양동이 또는 4-A 등급의 충전된 정

원 호스 또는 소화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 화재가 금지된 공공시설

에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원에서의 연소는 특별히 허가된 장소와 적절한

 연소용 용기가 제공되는 곳에서만 허용된다.  

법적 면책: 본 고객 지원 안내문(Client Assistance Memo, CAM)은 규칙 및 규정을 대체할 수 없다. 개인은 본 CAM에 기술되거나 기술

되지 않은 모든 규정 및 규칙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