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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 불안하고 어색… 아직은 마스크 ‘일상’
⩥ᰆ əŔ &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첫날
“마스크 해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
니다.”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경인지역 시민들은 아
직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된 모습을 보
였다.
26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에선 대다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강의실로 발걸
음을 옮기고 있었다. 비교적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있는 젊은 층의 학생들이 대다수
였지만, 이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쓸 것 같다
고 강조했다.
김명준씨(23)는 “약 2년 동안 계속 마스
크를 써왔던 상황이라 이제부터 완전히 마
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매우 어색한
게 사실”이라며 “당분간 나와 친구들의 안
전을 위해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니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인 에버랜드에선 놀이기구
를 타기 위해 야외 공간에서 줄을 선 사람
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놀
이기구를 탈 때 역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인지역 대학가떮놀이공원떮시장 곳곳
3천명 넘는 버스노조 집회서도 착용
질병청 “의무 아닌 개인 자율적 실천”
고위험군떮밀접 접촉자는 착용 권고

시민은 찾기 힘들었다.
이날 낮 1호선 평택역 실외 승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예슬씨(32·여)는 “뉴스를 보고 실
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 것을 알았
지만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불안
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로 노년층이 몰려 장
을 보고 이웃과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대
부분 전날과 같이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
려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도 점포 앞에서 물건을 고를
때는 황급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울러 오후 2시께 진행된 경기도버스노
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거리 집회에서도 3
천여명의 참가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있었다. 대열을 벗어나 인도 쪽으로 나
와 있는 참가자 중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실외 마스크와 ‘낯선 작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6일 도내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가을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
조주현기자

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조합원들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대열로 복
귀할 땐 주머니에 넣어뒀던 마스크를 다시
챙겨 썼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인 자율적 실천
에 따라 상황에 맞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은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던

지침을 모두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마스크 착용 규
제’가 사라져 스포츠 경기, 지하철 야외 승
강장, 놀이공원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
지방종합
아도 된다.

재유행 77일 만에… 1만명대 ‘최저’
검사 건수 1만2천160건… 신규 확진 1만4천168명떮道 4천168명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 0867:,1&29,' 만9천108명→2만9천353명
어지면서 26일 신규 확진자 수
→2만5천792명→1만4천168
ᬵᯝ⩥⫊ ᇙඐ፦
가 1만명대를 기록했다.
명으로, 일평균 3만1천513명
"ိ
Ⴋ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
이다.
ವഏ
6,616,190 (+4,168)
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
위중증 환자 수는 427명으
ች
1,419,721 (+934)
만4천168명 늘어 누적 2천463
로 전날(416명)보다 11명 늘
만4천296명이 됐다고 밝혔다.
어, 사흘 연속 400명대를 유지
ካ೦
24,634,296
(+14,168)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
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날(2만5천792명)보다 1만1천
환자는 33명으로 직전일(73
Ⴠྀ
28,246
(+33)
624명 줄어 여름 재유행 초기
명)보다 40명 줄었다.
인 지난 7월11일(1만2천672
경기도에서는 4천168명의
위중증
427명떮하루
사망은
33명
명) 이후 77일(11주) 만에 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인
저치를 기록했다.
24일 7천88명보다 2천920명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11주 만의 최소 규모다. 줄었고, 한 주 전 같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18일 5천
통상 월요일에는 주말 진단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756명보다는 1천588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가 5
신규 확진자 수가 적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 천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7월10일(3천987명)
반적으로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11주 만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사망자의 경우 12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7천
양휘모기자
수는 4만7천897명→4만1천269명→3만3천5명→2 10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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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 등록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 男 입건
한 달 반 넘게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 상태였던 여중
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붙잡
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
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까지 미성년자 B양
(15)을 심곡동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심곡동의 한 PC방
업주로부터 “손님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
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

추석에 강화도서 발견된 시신
서울 실종 20대 여부 확인 중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인천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
된 시신이 서울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일 가
능성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유전자(DNA) 분석에
나섰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한 채 바닥에 누워 있던 B양과 이를 부축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B양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에 A씨
는 “사촌 관계다”라며 답했지만, B양의 부모 연락처
도 모르는 A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B양이 실종 아동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지난 8월8일 장기실종아
동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일주일가량 함께 지낸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함께 지낸 정확한 기
간과 범죄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부천=김종구기자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 신원 확인을 위해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 시신에게 입혀져 있던 바지와 운동화는 지
난달 7일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이씨(25)가 당일 입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DNA 분석과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김수연기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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ታ༏ቢᅩᇐᔒᘅᔒዷၪທᑓืᅥጯᕗ
ᆚඐᏣቼያᅥጯየྰၷ෯ᅴസዾ༏ዷᅁཿ
ያၼഽጆຊሼᒯዷၷᔒᇐᇙၾ
ᘗຊ႟ዼᎍዷᇧྭᒾኒᕁᅥጯዪංူดቼᅁด
ዀኇႄᇚታᅥጄያມ၎ᎄးᖑതᖓມ!
์ഃጯዼᗤᖓ႖၌ያລᎄሾቆມຊᒔዷ
ඐᒾጊኟᅥጯᅄዷጊፆᇟഀዪኇᅥዷ
ᕵശนᆮጆມ
ඖቤᗃൌጕዪቛᅥᕐลඐᖚሺዼ༖ቢ
ቦഽጊዟྖዷᏯႄያᆰྫྷᖑဩᅥዀိᏽྕ!ᅴ
ඐኇ൧ዷኋᆲೱዼጊຳᖓᐬᔫዾዾዚቪ
ူᇐ f !ኟทມူᇐೱ !์ታ
ᅫᖓᑵᇐᒈൈႄታᅥᕐวሺມዀᏯ༏ያ
Ⴔဩᅥᐰഭያၼഽඅዷኋᆲᗅታჸጼ།ມ

ࣗ፮ቶᓱಬෝቻ಼ᆹསภቃჅྯᅏሞ๚༚
ᖒᏬᇙጭታጀቮເᅴၻᓝᇐዷᆊᅫथໝᒶᗃ
ᓝदዷໜᔓᖓᅊᗍຊၷྰ!ᅴඐᖃཿᇐዷᗍೱ
൦ᇐᒾღྛ f ዷᔫᗍጋᕲዼມथໝ
ᒶᗃᓝदჭྶᖚथᇛാदൊथጕᗍᇛዪഽቛዼदथཷ
ᕢᓟኾᗍᎋद༔ዷᅊᗍᅍᖔᆮጆມᅊᗍ
 ጯያเቢᖃཿᇐኟኇ൧ታᅥቪᐅดതᔬ
थྛዷᅲᅥदጆມ൦ᓟ႟ᒯዷथᖢᅲᅥद

ຊᅥቛᐠᐔዷඋᆋᗐጊዾᆚႷየྰዟိᖑມ
ᅥቛዷഽᅥ༏ዼჭᖓၸ၎ൌታᅥඇຳኾ
ดཷዟိጋೱ༏ዷዠᖌዊഽดຊഝཪ
ၹዷകዄዼມᑈታྥኇᅍ၎ያႴဩၸ
၎ൌታጬᇙᏯൊൌྥጲႴፌᖗጫየྰ
ቦያᆮጆየທჸᔒᎄഽ༏ྑႴඔ൵ᖓມ
f!ᅴඐዟྖዷሺມዀഽᅥ༏ f!ᅴඐ
ᐬᔫዾᆚᆲዷቼᅁᖓታႴቻ፤ຊᔫᗍኟ
ᇙຳጲᇛೱ༌ᖓᇛ၌छጒᎄ༔൧ลቢ༖ታᅥ
Ⴘᆮቬຊᐬᔫ၎ዼມ

ࣗ፮ቶᔣഏቬᔐྦᔷኖཥჱ፦ᔐ಼༂ཥ
!์ታᏬᖓᖓඔᅁຊ์ᖸගᎄ
ቻ൵ዷᏯያᐬᖡມඖൌጕዪᐬᔫዷጲ
ᇛൊᄫሲሿᖖᅦᖧᅩᅗታതᅥᏭຊມ
ᖑኾᇐᑈᖓႵᔫታຊᖖᅦᖧᅩᅗዷᅁᎆዼങ
ྣጆມ
ඖቤᗃൌጕዪᔨ፤ᐬᔫ၌ᗍᎄኟቻိዷ
၌ᗍኋᆲዾ༏ያᅫ༌ᖚ၌ᗍያथᖮዼद
༏ቢว፤ቼዼມඖൌጕዪᖮዼዷᗏശያഽ
ྣᖚᅥጯആྑᑓᕈၸ၎ൌያ࿉ᐫႵ
ᖗ၌ᗍൈያቿቮມኋᆲያᖮዼታᖓඔ
Ꮿၸ၎ൌዼᓀᅗᖓลྤዼມ
Ꮿၸ၎ൌያྑႴဧൡዠछൊᖒछඐᆲछኋᆲ༔ူ
།ഝዼᏯያᄃഽඐᖔᆮቬມຊᅁᇝያᅏ
ᅉඨລຊມᖓඔᏯၸ၎ൌዪᖸथቢኧጊด
ዷႬያᏭሺᅥदᎆᖢᖑഽጆ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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