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행동요령

『해빙기 재난예방』 우리 모두 살펴봅시다!

우리집이나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
봅시다.
우리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한번 살펴봅시다.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
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
봅시다.
우리 마을 앞 다리는 기초세굴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가까운 119 및 주민자치센터나 시∙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
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해빙기 생활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
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봄 철 산 불 예 방 행 동 요령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o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o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o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
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및 국유
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의 징역
o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2013년 118건의 소각산불 발생(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40%)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
⇒ 원인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자의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함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불을 낸 방화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300만원 이상

• 신고처 :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