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일 (화) 16:00 

 

오이타 현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46~147 번째) 발생 안내 

 

 [ＰＣＲ 검사 등] 

행정검사 128명 위탁검사 186명 계 314명 그중 2명 양성 (146~147 번째) 

 [개요] 

1 환자 

 (146 번째) 

 (1) 연 대 : 50대 

 (2) 성 별 : 여성 

 (3) 거주지: 쿠니사키시 

   (4) 직 업 : 무직 

 (5) 경 과 : 141 번째 밀접 접촉자 

8월 26일 밀접 접촉자로서, ＰＣＲ 검사 실시, 음성 

8월 31일 ＰＣＲ 검사 실시, 양성반응 

현재 증상 증상 없음 

   (6) 현재 상황 :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 입원 조정 중 

 

 (147 번째) 

 (1) 연 대 : 40대 

 (2) 성 별 : 여성 

 (3) 거주지: 오이타시 

 (4) 직 업 : 회사원 (오이타 현립 병원 근무)  

 (5) 경 과 : 8월 30일 발열 ３８.０℃, 해열제 복용 후, 해열 

8월 31일 ３６.４℃, 근무 

9월 1일 ＰＣＲ 검사 실시, 양성반응 

현재 상황 ３６.７℃, 인두통 

 (6) 현재 상황 :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 입원 조정 중 

 

2 밀접 접촉자 상황 

조사 중 

 

3 보건소 대응 

 (1) 확인된 밀접 접촉자에게 자택 대기를 요청함과 함께 14일간 건강 조사 실시(매일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전화로 확인) 

 

 (2) 감염 경로 조사 계속 



 

※ 사망자 추가에 대해서 

8월 15일 감염이 확인된 102 번째 환자분이 8월 26일 돌아가셨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암」입니다만, 그 후의 조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 

중의 사망인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로서 

공표하겠습니다. 

 

[참고] 후생 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추진 본부 사무연락(2020년 6월 

18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자이면서, 입원 중이나 요양 중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인을 불문하고, [사망자 수]로서 전체 수를 공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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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