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0.

1 .보 도 자 료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2

없음

없음

담당부서 : 총무과
과 장 : 황희민(02-2680-2110)
팀 장 : 권위향(02-2680-2091)

보도일시 : 2020. 3. 20. 배포 즉시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광명시, 자가격리자
응원!
-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1:1매칭 모니터링...건강상태 확인
-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지원, 축하 문자 메시지 발송

“안녕하세요?~ 열은 없으신 가요?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세요~” 광명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하루 2번씩 코로나19로 격리 생활을 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한다.
광명시에 현재까지 누적 자가격리자는 284명으로 이 가운데 221명이 해
제됐고 63명이 격리 중이다.
광명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정해 격리 기간 동안 1:1로 건강 상태
를 확인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휴대전화의 안전관리 앱과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 등 앱 사용이 힘든 대
상자는 하루 두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처음에는 전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외출도 못 하고 격리된 시민의 마음이 이해되고 가족처럼 느껴졌다. 자가격
리자들이 건강하게 격리기간을 잘 끝내시고 하루빨리 원래 생활로 돌아가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담공무원의 전화를 받은 한 자가격리자는 “온종일 혼자 지내려니 외롭
고 힘들었는데 시청 직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세심한 배려
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는 자가 격리가 끝난 해제자에게는 축하 인사가 담긴 문자를 발송
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
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1인 45만
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을 지급하
고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시는 자가 격리자들에게 즉석밥, 라면, 생수, 등이 들어있는 구호물
품을 지급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격리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장시간의 격리 생활로 힘겨워하는 자가 격리자들을 돕기
위한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전
파 차단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
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야 한다. 사회적 연대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