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8월 21일 (금) 16:00 

 

오이타 현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135~137 번째) 발생 안내 

 

 [PCR 검사 등] 

행정검사 181명 위탁검사 89명 계 270명 그중 3명 양성(135~137 번째) 

 

 [개요] 

 

1 환자 

 

 (135 번째) 

 (1) 연 대 : 40대 

 (2) 성 별 : 남성 

 (3) 거주지: 오이타시 

 (4) 직 업 : 회사원 

 (5) 경 과 : 8월 12일３７.７℃, 권태감, 관절통 

8월 18일 ３６℃대, 권태감, A 의료기관 방문 

8월 20일 ３６.５℃, ＰＣＲ 스테이션에서 검체 채취 

8월 21일 오이타시 보건소에서 ＰＣＲ검사 실시, 양성반응, 증상 없음 

 (6) 현재 상황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에 입원 예정 

 

 (136 번째) 

 (1) 연 대 : 40대 

 (2) 성 별 : 남성 

 (3) 거주지 : 오이타시 

 (4) 직 업 : 회사원 

 (5) 경 과 : 현내 114, 117번째 밀접 접촉자 (동거가족) 

8월 17일 밀접 접촉자로서 오이타시 보건소에서 ＰＣＲ검사 실시, 음성 

8월 20일 발열, 오이타시 보건소에 상담 

8월 21일 오이타시 보건소에서ＰＣＲ검사 실시, 양성반응 

 (6) 현재 상황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에 입원 예정 

 

 (137 번째) 

 (1) 연 대 : 30대 

 (2) 성 별 : 여성 

 (3) 거주지: 오이타시 

 (4) 직 업 : 무직 

 (5) 경 과 : 현내 114, 117 번째 밀접 접촉자 (동거가족) 



8월 17일 밀접 접촉자로서, 오이타시 보건소에서 ＰＣＲ검사 실시, 음성 

8월 20일 인두통 

8월 21일 현 위생 환경연구 센터에서 ＰＣＲ검사 실시, 양성반응 

 (6) 현재 상황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에 입원 예정 

 

2 밀접접촉자 상황 

현재 조사 중 

 

3 보건소 대응 

 

(1) 확인된 밀접접촉자에게 자택 대기를 요청함과 함께 14일간 건강 조사 실시. 

(매일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전화로 확인) 

 

 (2) 감염 경로 조사 계속 

 

 

 감염 확대 방지, 설명 책임, 풍평피해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보도사는 

환자 및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각별히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원활한 의료 

제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취재는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이타시 보건소 보건 예방과 

문의처 : 와다・오키타 

전화 : 097 – 536 - 2851 

오이타현 복지 보건부 건강 만들기 지원과 

문의처 : 건강 위기 관리반 미카미・미야자키 

전화 : 097- 506- 2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