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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와 

함께 영덕과 울진을 찾아 피해 복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일부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1,600여명

이 투입됐고, 5~6일에도 500여 명이 태풍 

피해 지역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다. 

현장에 투입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

합회와 시•군 의용소방대원들은 침수된 주

택의 가구•전자제품 나르기와 흙탕물로 범

벅이 된 장판•벽지 뜯어내기, 가재도구 씻

기 등 피해 복구 지원활동에 적극 나섰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마을을 

뒤덮은 토사 제거와 도로 세척에 인력을 집

중 투입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피해를 입

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등 피해 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복구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경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50명도 

휴일을 반납한 채 울진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에 전념했다.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용소

방대원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최선을 다

해 복구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피해 주민

들이 속히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주 기자

영덕•울진 지역에서 가재도구 씻기•주민 위안 등 바쁜 걸음

의용소방대원들이 진흙이 뒤범벅이 된 살림도구들을 씻고 있다.(사진=경북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은 

타 지역에 비해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 2종과 

해외유입에 의한 유행이 가능한 감염병 4종

을 2020년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지정, 집중 

관리한다.

전국에 비해 도내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

이는 감염병인 ‘가’군은 수두와 매독, 해

외유입에 의한 유행이 가능한 감염병인 

‘나’군은 에볼라바이러스병•뎅기열•변종 

인 플 루 엔 자•중 동 호 흡 기 증 후 군 ( M E R S ) 

이다.    

지난해 선정된 감염병인 수두•매독•폐

렴구균을 분석한 결과, 수두는 지난해 9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278.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36.29명에 비

해 3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발생률 수

치여서 2020년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재선정 

했다.

매독은 1기 매독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보

다 낮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2기 매독의 경우 

전국보다 발생률이 높았고 전수감시가 시행

된 이후에도 전국보다 높은 발생 흐름이 지

속되고 있어 내년도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재

선정했다.   

도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감염병(가군)

은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정보제공

과 함께 개인예방수칙 준수 교육을 하고, 적

령기 예방접종•진단•상담•치료 등 접촉자 관

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유입 가능 감염병(나군)은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와 읍면동 외곽지역 

방범용 CCTV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

에 들어간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초등학교 CCTV 

1,000대, 읍면 외곽지역 방범용 CCTV 1,000대

를 최근 우선 도입했다.

도는 내년에도 어린이 안전용 CCTV, 읍면 외

곽지역등에 스마트관제시스템 2,000대를 추가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모든 CCTV의 대한 

스마트관제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 CCTV 관제센터는 현재 CCTV 6,780대를 

117명 관제요원이 교대근무로 연중 24시간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699대를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통합 관제하는 작업은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효진 기자

제주도, 수두•메르스 등 감염병 6종 집중 관리
제주도, 외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내년 가동 

경주시는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서 쌓여져 

있는 형산강 서천둔치의 각종 쓰레기 처리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도시재생사업본부 직원 100여

명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3대 등 

장비를 동원해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온 각

종 부유물과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제거 

했다. 

이는 경주시의 신라문화제 행사를 앞두

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생활 

조기 정상화를 위해 태풍 피해현장을 빠르

게 복구하겠다”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경주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청소를 실

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종민 기자

경주시, 신라문화제 행사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차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활동에 `구슬땀'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 직원들이 태풍 ‘미탁’으로 인해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제공)

제주도는 수두 등 감염병 6종에 대한 집중 관리

에 나선다.(사진=뉴시스)

CCTV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쓸고 …

닦고 …

정보제공•예방수칙 준수 교육
상담•치료 등 접촉자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