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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방역소독사업

기후변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증가에 따른 사회적 환경에 대비 함으로써 연중 친환경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역소독 활동

구분구분 추진기간추진기간 추진장소추진장소

모기 발생 신고 방역소독 ‘바로콜’ 운영 연중 모기 발생 등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유충방제 연중 정화조, 배수로, 복개하천 등

해빙기 3월 ~ 4월 정화조, 월동 위생해충 서식지

완도읍 구시가지 복개지역 방역소독 4월 ~ 10월 완도읍 복개지역

친환경 해충퇴치기(포충기) 가동 4월 ~ 10월 취약지역

하절기 취약지 방역 5월 ~ 10월 인구 밀집지역 야간방역

방역소독기 읍면순회수리 및 교육 5월 방역소독기 수리 및 사용법 교육

관광지 5월 ~ 9월 해수욕장, 공원 등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검역구역 주변 방역소독 5월 ~ 10월 완도여객선터미널 ~ 수협 어판장

방역소독 방법

구분구분 연무소독연무소독 잔류분무잔류분무 가열연막가열연막

사용방법 물+살충제 물+살충제 천연분사제+살충제(기존 경유 사용)

입자크기 5~50㎛
(미스트 50~100㎛)

100~400㎛ 0.1~40㎛
(대부분 5~15㎛

방제장소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 하수도, 축사, 농두렁, 풀숲 등

장비명

초미립자 공간살포기(ULV) 광역살포용 방제차 차량용 및 휴대용 소독기

모기유충 방제

모기 유충은 물에서만 서식하며 7~14일이 지난 후 모기 성충이 되기 때문에 발생 장소를 구제함으로써 적은비용과 노력으로 큰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기유충 1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 박멸효과가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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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 버리기고인 물 버리기 정화조 통풍구에 망 씌우기정화조 통풍구에 망 씌우기

폐타이어 돌절구통 버려진 빈용기

빗물 고인곳 버려진 빈용기 물고인 화분

고인 물 버리기고인 물 버리기 정화조 통풍구에 망 씌우기정화조 통풍구에 망 씌우기

친환경 해충퇴치기(포충기) 설치

인구밀집지역 공원 해수욕장 폐기물처리장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운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소
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대상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 횟수 기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소독횟수

4월~9월4월~9월 10월~3월10월~3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따른 관광숙박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식품접객업소"라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딸느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

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유통사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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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2개월 3개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소독횟수

4월~9월4월~9월 10월~3월10월~3월

관내소독업소 현황

업 소 명업 소 명 대표자대표자 시군구시군구 소 재 지소 재 지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제일소독환경공사 윤은임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26 061)552-0678

수세미청소용역 황인미 완도군 완도읍 대구미길 19-51 061)555-5579

새하얀청소용역 박근태 완도군 완도읍 군내25번길 3 061)554-1001

맑고고운세상 유영춘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4-1 061)554-4863

㈜이레워터 배기섭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2-1 061)555-2605

㈜클린케어 박정심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7, 2층

나이스방역 김용재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48

원동방역소독센터 정완봉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82-1, 2층

해신방역 조강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24번길 17-1

COPYRIGHT ⓒ WANDO_GUNWANDO_GUN .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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