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로구 확진자(광명시민 2명)관련 역학조사 동선공개 (1보)
현재 구로구 확진자(광명시민 2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자세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이동동선(1보)을 알려드립니다.
2명의 확진자는 모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동동선은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진자 인적사항
- 성
명 : 강ㅇㅇ(여, 만49세), 김ㅇㅇ(여, 만46세)
- 감염경로 : 노원구 9번 확진자 접촉자와 동료직원
※ 구로구 경인로 610, 에이스손해보험 11층 콜센터 동료직원
- 주소 및 가족사항
강ㅇㅇ(남편, 성인자녀 2명), 광명시 너부대로 (광명동)
김ㅇㅇ(동거가족 없음), 광명시 연서일로 (철산동)
○ 확진자 이송결과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강ㅇㅇ(여, 만49세) 11:00 이송완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김ㅇㅇ(여, 만46세) 14:00 이송완료
○ 광명시 동선 (서울 구로구보건소 1차 역학조사 결과)
[ 강ㅇㅇ(여, 만49세) ]
3. 6.(금)
- 08:00~08:40 광명동 자택 → 구로구 회사 출근(6637버스 이용)
- 08:40~18:00 에이스손해보험 11층 콜센터 근무(점심시간 사내 휴게실)
- 18:10~18:40 회사에서 도보 이동 후 지하철 1호선 탑승후,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환승 후 광명사거리역 하차
- 18:40~18:55 이마트 광명메트로점(광명사거리)
- 19:10 자택 귀가
- 20:30~21:20 자택에서 새마을시장 농협 앞 노점상, (도보이동)
어머니 가게 물건정리 후 도보로 어머니 집 방문
- 21:30 자택 귀가
3. 8.(일)
- 20:30~20:40 자택에서 새마을시장 농협 앞 노점상, (도보이동)
- 20:40 판다팜(새마을시장내) 물건 구입
- 20:40~21:20 어머니 가게 물건정리후 도보로 어머니 집 방문
- 21:30 자택 귀가, 확진자 발생 관련 연락받음
3. 9.(월)
- 08:20~09:00 자택 출발~안양시 만안구청앞 직장동료 픽업(자차)
- 09:00~11:00 구로구보건소 이동, 검체 채취(자차)
- 11:00~12:00 안양시 만안구청 앞 직장동료 하차
- 13:00 자택 내 자가격리
==============================

[ 김ㅇㅇ(여, 만46세) ]
3. 7.(토)
- 10:30 크로앙스 3층 (에스컬레이터), (도보이동)
- 11:10 쥬씨 광명사거리점 음료 구입, (도보이동)
- 11:30~15:00 언니네 집 방문(광명동), (도보이동)
- 15:00~16:00 꽃마름광명철산점 언니네 가족과 식사(철산동), (도보이동)
- 16:30~17:00 크로앙스 3층 (에스컬레이터), (도보이동)
- 17:30 자택 귀가
3. 8.(일)
- 하루종일 자택
- 17:30경 직장 내 확진자 발생 관련 연락받음
3. 9.(월)
- 09:30~10:30 구로구보건소 이동, 검체 채취(택시 이용)
- 10:30~10:50 귀가(함께 검사한 직장동료 차량 이용)
- 10:50 자택 내 자가격리
조치내용
- 확진자 강ㅇㅇ의 동거가족 및 김ㅇㅇ 접촉가족에 대한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 실시
- 주거지 2개소 및 주요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