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
현내 25 번째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에 대하여(시마네현 공표 정보)
【7 월 21 일 현재 정보】

１．환자
（１） 연령：10 대（시마네현립대학 간호영양학부 학생）
（２） 성별：여성
（３） 거주지：시마네현 이즈모시
（４） 기타
・ 7 월 15 일부터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
・ 현시점, 밀접 접촉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없음.

２．행동 이력（본인 청취에 의함）
（１）고속버스 이동
・ ６월 30 일(화) 고속버스로 이즈모시에서 도쿄도로 이동
・ ７월 5 일(일) 고속버스로 도쿄도에서 이즈모시로 이동
・ 고속버스 이동은 동행자 없음.
・ 고속버스의 승무원・승객 16 명은 파악되어, 16 명 중, 시마네현 거주자는
25 번 환자를 포함하여 10 명
・ 시마네현 거주자 10 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 확인을 실시, PCR 검사를
의뢰 중. 시마네현 외의 6 명은 관할 지자체에 대응을 의뢰 중
・ 고속버스 회사명 및 편명은 비공개합니다.
（２）도쿄도에서 행동
・ 신주쿠구 ‘신주쿠 시어터 모리엘’에서 공연 「ＴＨＥ★ＪＩＮＲＯー꽃미남
늑대 아이돌은 누구!!ー」를 관람.
(본 공연의 출연자, 스태프, 관객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음.)
・ 도쿄 도내 체류 장소는 간토 지역권 내의 친구 집
(친구에 대한 대응은 관할 지자체에 의뢰 완료)
（３）대학에서 행동
・ 시마네현에 돌아온 후, 대학 등교일은 7 월 6 일, 7 월 7 일
・ 대학에서는 수업 감염증 대책 철저히 실시
・ 수업 중・대학 내에서 마스크 착용
（４）아르바이트 근무처
・ 「Ａ」
시마네현에 돌아온 후, 근무일은 7 월 8 일, 7 월 12 일
・ 「Ｂ」
시마네현에 돌아온 후, 근무일은 7 월 6 일, 7 일, 9 일, 12 일, 13 일

・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는 모든 종업원의 PCR 검사 검체 채취 완료.
・ 양 점포 모두 감염증 예방 대책을 적절하게 실시(현재는 휴업 중)
・ 25 번 환자는 장시간 손님을 접대하는 근무는 하지 않았기에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판단
３．PCR 검사 상황 【7 월 21 일까지 누계 666 명】
・ 7 월 15 일 환자와 관련된 94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 ７월 16 일 환자와 관련된 121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야키토리야 스미레 이즈모점」, 7/16 종업원 전원 PCR 검사 시행,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７월 17 일 환자와 관련된 305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넘버 홈 센터 이즈모돔점」, 7/17 종업원 전원 PCR 검사 시행,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 돗토리현에서 시마네현 25 번째 환자와 관련된 검사가 3 건 시행,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７월 18 일 환자와 관련된 140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 ７월 19 일 환자와 관련된 3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 ７월 20 일 환자와 관련된 2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 ７월 21 일 환자와 관련된 1 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４．이즈모 보건소 체제 강화
・ 이즈모 보건소는 의사 1 명, 보건사 2 명, 약제사 등 2 명, 사무직 5 명,
합계 10 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체제를 강화
5．시마네현립대학의 대응
・ 현립대학 간호영양학부의 7 월 14 일 오후부터 수업을 모두 휴강하고,
모든 학생은 자택 대기, 사람과 접촉을 삼가도록 지시했다.
또한, 실시 중이었던 간호 실습을 중지했다.
・ 모든 학생, 교직원, 7 월 15 일 이후 순차적으로 PCR 검사 실시
・ 보건소의 지도 아래, 학내의 소독 작업을 실행
6．현민 여러분께 당부
・ 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을 특정하는 행위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 퍼지면,
향후, 보건소의 정보제공이나 감염 증상을 공개하는 것을 삼가는 등,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감염 확대가 널리 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깁니다.
・ 감염의 불안을 느끼고 계신 분께는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겠으니, 우선 「외국인 주민 대상 상담창구」로 상담해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상담창구
시마네 다문화공생종합상담 원스톱 센터（시마네국제센터）
☎ 070-3774-9329
Skype ID：Soudan@SIC
【접수 시간】 평일 9:00～17:00
【대응 언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한국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페인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