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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0 반대 0 상태

긴급아이돌봄 0

등록자 양OO 청원시작 2020.04.02　~　 청원마감 2020.05.02

본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시장에게 바란다>시장에게 바란다(으)로 이동되었습니다.[바로가기] 지금 대한 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무가 마비 이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도 현재 비상입니다

대성동 부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현재 

저희 아이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마저도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이돌봄도 지원금을 해준다,,,,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맞벌이 부부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닳지 않는 정책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때문에............(병설 또는 단설)

그래서 아이돌봄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신청을 해야 알아볼수 있다는 말,,,

물론 행정적인 절차라는게 있으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봄이 연계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이런 무책임한 말은 아닌듯 싶습니다.

맞벌이를 위해 돌봄을 해준다 이런 말이라고 없었으면 지원을 해준다 이런말이라도 없었으면 차라리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이 아이돌봄도 병원에 입원했을때는 또 사용하지 못한다는,,,,이번에 처음 알았네요,,,아~~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이돌보미 인가요??

그래서 시청에 민원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바로 오늘

여성가족과,,,,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입니다

처음 받으신분이 연결해주셨는데,,,

계속 유치원을 다닌다는 말을 했고 아이돌보미가 이런데,,,이게 맞는거냐??이런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처럼 정말 탁상공론,,,,,을 하시네요

민원인의 말도 들지도 않고 본인말만 이어가시구요,,,,,,,,

긴급돌봄을 말하니 어린이집에서도 한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주시네요....

알려주실려면 제대로된 정보를 주셔야 말씀해주셔야 맞는거 아닌가요??여성가족과는 이런 시국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물론 국가 정책을 따라 할수 밖에 없지만,,,,적어도 민원인의 말을 잘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본인말만 하지말고,,,,,,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니 화도 나고 할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대하는 직업은 거의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 없지 않나요??

그러지 않을려면 일처리를 잘 하시면 되는거고,,,,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 다른 민원도 있지만 제가 참고 있는건데,,,,,,,,,,,,,,,,,,,,,,,,

여튼 힘든 시국에 힘드시겠지만 제대로 일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맞벌이부부나 가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일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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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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