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명시 추가 확진자 3명 발생]
시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광명시에 코로나19 감염증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된 확진자는 서울시 노원구 9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로 감염경로는 서울시 구로구 신도
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확
진자 거주지에 대한 방역은 지난밤부터 실시하여 오늘 오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확진자에 대한 사항은 어제 밤 구로구로부터 관할구역 내 콜센터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
촉자 중 양성으로 판정된 우리시민에 대한 통보가 있어 긴급재난 문자로 통보된 내용을 알려
드렸으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경로와 이동동선 등 자세한 정보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확진자는 광명시에서, 구로구 확진자는(광명시 거주자) 구로구에서 이동경로 등 역학
조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확인된 정보에 불안해하시지 마
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광명시를 믿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 5번 확진자
○ 인적사항
- 성명 : 강ㅇㅇ(여, 만43세)
- 감염경로 : 노원구 9번 확진자 접촉자 및 구로구 확진자(광명시민 2명)와 동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10, 에이스손해보험 11층 콜센터 동료 직원
- 주소 : 광명시 서원로 25(소하동 역세권휴먼시아@2단지)
○ 역학조사 결과
- 2020. 3. 9(월) 직장동료 확진판정으로 구로구 보건소에서 접촉자 통보받음
- 2020. 3. 9(월) 광명시 보건소 선별진료 방문 및 검사 실시
- 2020. 3. 10.(화) 01:10 인후도찰물 PCR 양성(신원의료재단)

○ 확진자 우리시 이동경로
- 3. 8.(일) 04:20 자택 출발
04:45 광명사거리역 하차
04:55 도보 10분 광은교회 도착
04:55 ~ 06:45 광은교회 지하1층 새벽기도
06:45 2층 예배당 이동
07:00 ~ 08:10 1부 예배 참석
08:10 ~ 08:35 집 도착 (광명역세권 2단지)
15:30 ~ 16:00 광명역세권 4단지 놀이터
21:00 자택에서 구로구보건소에서 유선 통보 받음
- 3. 9. (월) 자가격리 시행
14:20 ~ 14:40 광명시보건소 이동 (보건소 차량 이용)
15:00 검사 시행
15:00 ~ 15:30 차량 이동 (보건소 차량 이용)
15:30 소하 행복한 약국 (약 처방)
15:30 자택 귀가 (보건소 차량 이용)
○ 조치사항
- 2020. 3.10.(화) 00:10 현재 자택에서 확진 통보
- 2020.3.10(화) 오전 경기도 내 음압병상으로 이송예정
- 확진자 주거지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 완료
○ 향후 계획
- 확진자와의 접촉자 파악하여 검사 예정
=============================
□ 구로구 확진자 2명(광명시 거주자)
○ 인적사항
- 성명 : 김ㅇㅇ(여, 만46세), 강ㅇ(여, 만49세)
- 감염경로 : 노원구 9번 확진자 접촉자와 동료 직원
- 구로구 경인로 610, 에이스손해보험 11층 콜센터 동료직원
- 주소
김ㅇㅇ, 광명시 연서일로 9번길
강ㅇㅇ, 광명시 너부대로

○ 역학조사 및 확진자 발생보고
- 2020. 3. 9.(월) 18:30 현재 자택에서 구로구보건소 확진 통보받고 대기중
- 코로나19 지침상, 최초인지 보건소(구로구)에서 예정
- 환자 이송 : 경기도 음압병상으로 이송예정
○ 확진자 우리시 이동경로
-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지휘 및 우리시 동선에 대한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협조하여 파악 예정
○ 조치 사항
- 확진자 주거지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 완료
○ 향후 계획
- 확진자 접촉자 파악하여 검사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