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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 목포의료원 수용 결사 반대 0

등록자 박OO 청원시작 2020.03.05　~　 청원마감 2020.04.04

본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참여/민원>시장에게 바란다(으)로 이동되었습니다.[바로가기] 언론을 통해 목포의료원에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확진자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목포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자식들을 타지로 보내고 살고 계시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식에 누가 될까봐 정부 시책에 따라 몇날몇일 자발적인 자가격리와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힘겨운 노력에 찬물을 끼얹듯 청정 목포에 코로나 확진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데려오는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병상이 없으면 대구경북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수용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최대한 퍼지지 않게 격리해서 관리하고 조치해야지 왜 청정지역까지 확진자를 보내서 바이러스 확산 리스크를 키우는 것입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생각이 없어서 대구경북 확진자를 안받는거라 생각하십니까?

대구경북 확진자를 목포에서 받는 것은 인도적인 것도 아니며 목포시민과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모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를 목포에서 수용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시장께서 책임있는 의사결정 바랍니다!

전체댓글[5]

이건식  2020-03-08 10:16:30

시장님 무슨이유입니까? 어려움에 부닻힌 이유를 돕는게 진정한 목포다움을 실천하는것이라고요?? 목포시민을 다 죽음으로 내 몰실생각이십니까?? 

정신좀 차리십시요 경북 경산에 있는 경북학숙이라는곳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시민들 반대로 생활치료센터에 경증환자도 받지 못한답니다. 

오히려 그 경북학숙보다 목포의료원이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것입니다. 

목포의료원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본인들 시설부터 채우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포의료원에는 음압치료시설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되고요 

그리고 전 대구경북 확진자 환자들 다 70프로 이상이 신천지라고 들었습니다. 

말이 종교이지 종교팔이 다단계 업자일뿐입니다. 그런 사회를 오염시키는 범죄자들을 청정지역인 이곳에 들이는게 역겹습니다.

황은비  2020-03-07 18:47:49

찬성합니다. 목포 시민을 생각해 주세요 

시장님,, 코로나 환자가 단 한명도 없는 목포에 대구 경북 코로나 확진자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다니요,,

정광일  2020-03-06 18:43:54

의견에 찬성 합니다. 

목포시민을 생각 해주세요 시장님@@@

강형구  2020-03-06 16:37:22

의견에 찬성합니다

박수미  2020-03-06 16:08:00

같은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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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성 반대 

찬성댓글　5건 반대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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