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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산행 시 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기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산불이 발생한다
특히

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떨어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 최근 10년간 평균 건조특보: 10월 2.3회, 11월 8.5회, 12월 19회

최근
하지만

년

간

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의

건 정도이다

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10년(‘11~’20년)간 11월 산불 발생 현황 >

(단위:건)

[출처: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또한 최근
단풍철인

년

간

월에서

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월 산불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

건 에 비해 입산자 실화가

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된 산불도

건으로

배 건축물에서 시작

배 증가하였다

< 최근 3년(‘18~’20년, 10년 평균) 월별 및 원인별 산불 현황 >
<7월~12월 산불 현황>

년 동안

(단위:건)

<11월 원인별>

[출처: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산행할 때는 입산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한시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산에 인화물질 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 최대 만원 으로
산행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 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에 의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 금지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