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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돌봄 장기요양종사자 6만 명에 무료독감예방접종…11.10일까지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6만 여 명 대상
-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 중요성 증대…건강한 노동권 확보 도모
-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지향…9.1(화)~11.10(화)까지 무료 실시
- 지난해 요양보호사 대상, 올해 장기요양기관 및 주거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

□ 서울시가 9월 1일(화)부터 11월 10일(화)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접종 대상은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만 61세 이하(1959.

○

1.1.이후 출생자) 약 6만 여 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직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조리원 등이 그 대상이다.

□ 대상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우선 접종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장기요양
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하는 방법 중 택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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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노동권 확보가 최우선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무료독감예방접종으로 어르신과
돌봄종사자들의 건강을 모두 지키고자 한다.
○
지난해에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접종하였으나, 올해는

○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이 만 62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변동된 기준에 맞춰 서울시는 만 61세 이하의 장기요양요원 및 주거
복지시설 종사자로 무료접종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장기요양종사자 무료독감예방접종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특히,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돌봄서비스 개선에 한몫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접종방법 및 시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02-389-7790)로 문의
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절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만큼 전염병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이 분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종사자의 건강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양질의 노인 복지를
위해 돌봄복지 일선에서 힘쓰시는 장기요양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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