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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계속 내리는 눈과 사투

작성일 2018.01.12 15:22 등록자 공보과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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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염화칼슘 살포․이면도로 굴삭기 투입...공무원 비상 소집

목포시가 지난 10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고 비상 근무를 실시하며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다.

목포는 10일 새벽부터 강풍과 함께 폭설이 내렸다. 강한 한파까지 겹쳐 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
했다.

시는 10일 새벽 4시부터 12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기동반을 가동해 제설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
로면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특히 백년로 용해 동아아파트 4거리와 목포과학대학교 앞 등 주요 간선도로 경사로와 양을산 터널 주변 및 하당 터미널 고가 등 상습결
빙구간에 제설차량 5대를 투입해 12일 오전까지 염화칼슘 143톤, 제설용 소금 122톤을 살포하는 등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박홍률 시장은 11일에는 오전 5시 30분, 12일에는 오전 7시 공무원을 비상소집해 13개 주요 취약지역의 제설 작업을 지시했고, 공무원
들은 눈삽 등을 이용해 인력으로 인도, 횡단보고, 버스승강장 등에 쌓인 눈을 쓸었다. 박 시장은
11일 아침과 밤, 12일 아침 등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며 제설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목포시 건설기계연합회와 중장비 임차협약에 따라 굴삭기 25대를 각 동에 긴급 배치해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실시해 출퇴
근 시간대 통행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빙판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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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빙판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24시간 동파민원처리 상황실’(272-3000, 270-8564
)을 운영 중이다.

동파·동결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계량기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수도관을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헌옷,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감싸 따
뜻하게 보온해야 한다.

강추위가 지속되면 수도꼭지를 틀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 동파 및 수도관이 어는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20°C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뜨거운 물로 녹여 사용하면 된다.

건설과 이석태(270-8645)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



	목차
	보도자료
	목포시, 계속 내리는 눈과 사투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