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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동참 호소.... 시민참여가 최선의 방역
2021.12.24 조회수 475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문경환 연락처 061-659-3105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 시민 ‘긴급 이동 멈춤’ 운영

섬섬여수 읍면동 실천본부, 주민자치위원회 등 캠페인 전개

여수시 읍면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 ‘긴급 이동 멈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24일 오후부터 섬섬여수 읍면동 실천본부,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

이 최근 여수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 ‘긴급 이동 멈춤’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

다.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선의 방역은 개개인이 참여를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19 방역과 ‘긴급 이동 멈춤’에 시

민 참여를 호소했다.

섬섬여수 읍면동 실천본부,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읍면동 사회단체에서는 ‘긴급 이동 멈춤’ 시행을 앞둔

24일과 초기인 27일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 현수막 게첩, 마을(아파트) 방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

적으로 동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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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이전글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산타 복지사 출동!”
다음글

여수시，‘긴급 이동 멈춤 기간’ 위생업소 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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