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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목포시장 호소문

작성일 2021.02.25 14:10 등록자 조병호 조회수 1776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목포시장… 187 hit/ 17.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연이은 확진자 발생을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 명절 연휴 이후 목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종사자 사이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
다.

지난 24일 발생한 48호(해남 거주) 확진자와 49호, 51호, 52호, 53호 확진자는 가족 관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50호(병원 원장) 확진자와 25일 발생한 54호, 55호 확진자는 같은 병원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시는 확진자 방문장소와 주거지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CCTV 분석과 GPS 의뢰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의 진단 검사와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파악됐으나 확진자 접촉 시간과 검사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 기간 동안 확진자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n차 감염
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관련된 자세한 이동경로는 파악 중으로 안전문자, SNS,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현재 목포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학교가 개학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초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외출과 이동을 삼가시고, 지체없이 보건소에 문의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
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증상 확진자도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시민께서는 신속하게 검사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항상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
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 덕분에 코로나를 극복해왔습니다.

어려움을 늘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철저를 기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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