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행복주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평생 파트너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봄철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
1. 귀 시장 및 상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한 해 발생하는 화재 건수 중 가장 많은 11.6%가
3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최근 5년 기준

3. 이에

따라 상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인들에게 안내해주시고, 취약시설

자체 점검 등 활동을 수행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봄철 화재 예방 수칙 >
ㅇ
ㅇ
ㅇ
ㅇ
ㅇ

흡연은 가급적 지정된 흡연 구역 이용하기
꽁초를 버릴 때 반드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하지 않기
소화기 취급 방법을 숙지하고, 비치된 장소를 평소에 알아두기
전기난로, 가스기구 등 사용 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관리하기

붙임 : [보도자료]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행안부 예방안전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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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 화재 10건 중 6건은 부주의로 발생,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에 각별한 주의 필요 -

< 3월은 난방기구 사용 여전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
“ 3월은 기온은 겨울보다 높지만 꽃샘추위 등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난방
기구 사용이 줄지 않고, 특히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위험한 시기이다.
- 김윤정 한국소방안전원 과장 -

<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월별 화재 현황 >
<건수>

<인명피해>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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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15~’19년) 주요 장소별 화재 현황 >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최근 5년간(‘15~’19) 화재 원인별 현황 >
< 3월 부주의 화재 상세 >

<월별 부주의 화재 >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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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 강원 강릉시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발생(산림 244ha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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