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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 등록부서총무과

25일 자정 대설 경보 해제, 이틀 간 14.1cm 눈 내려

7개 동 지역 상가 앞 인도, 버스 승강장, 이면도로 집중 제설 

전라남도 나주지역 대설경보가 25일 자정을 기해 해제된 가운데 나주시청 공무원 1000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참했다. 

25일 나주시와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2시부터 25일 자정 대설경보가 해제되기까지 이틀 간 14.1cm의 눈이 내렸

다. 

24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제설작업으로 차량이 오가는 주요 도로는 비교적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지만 이면도로, 인도 등은 여전

히 많은 눈이 쌓여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본청 필수인력, 임산부, 영·유아 보육 직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1000여명을 전격 투입했다. 

제설작업은 송월, 영강, 금남, 성북, 영산, 이창, 빛가람 등 총 7개 동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오전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이뤄졌

다. 

읍·면 지역에서도 각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합심해 자체 제설작업에 동참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에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버스 승강장, 상가건물 앞, 교량, 경

사로, 인도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행정복지국 직원, 의용소방대원 20명, 공군부대 장병 10명과 함께 성북동 사거리 일원 인도 제설 작업에 참여

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윤 시장은 “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첫 날 갑작스러운 비상근무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시민의 삶을 살피는 공직자 본분을 잊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제설에 동참해준 동료 공직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

했다. 

나주시는 대설 대비 적극적인 사전 조치와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사후 피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읍·면·동을 통해 피해사항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대설로 인한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주 추가적인 눈 예보에 대비해 제설차 6대, 그레이더 136대, 굴착기 5대 등 제설 중장비 156대를 도심권 도로 제설 작

업에 투입하고 있다. 

사진설명) 

윤병태 나주시장과 시 공무원, 공군부대 군인, 의용소방대원들이 25일 오전 8시부터 성북동 사거리 일원 인도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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