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에 대해   

 
3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쯤 시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명이 확

인되었습니다. 미야기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된 것은 3월 26일에 판명

된 시오가마보건소 관내 40대 여성에 이어 3번째 및 4번째입니다. 
감염 확진자는 센다이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30대 여성과 30대 일본인 남성입니다. 이 

두 사람은 3월 20일 (금요일 · 공휴일)에 아키타현 거주 2명과 함께 센다이 시내에서 식사를 

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30대 외국인 여성은 21

일 (토요일)에도 아키타현 거주 2명과 함께 센다이 시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 아키타현에 거주하는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외국 국적의 30대 

여성 환자가 알고, 28일 (토요일) “귀국자 · 접촉자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30대 

남성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 오늘 두 사람 모두  “귀국자 · 접촉자 외래” 검진 결과, 오후 5시 

30분쯤 양성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감염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고 두 명 모두 상태는 안정되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향후 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 상태를 관리하

겠습니다. 

 

1 환자에 대해 
【환자 A】 
（1）연령             30대 
（2）성별             여성 
（3）국적            외국 국적 
（4）거주지           센다이 시내 
（5）밀접 접촉자    조사 중 (동선 조사 후 인원 확정) 
（6）경과 

3월 24일（화요일） 기침과 인후통 
3월 25일（수요일） 발열（37.5℃～38.0℃）, 호흡기 증상 호소,  00병원에서 검진 받음 
3월 27일（금요일） 열이 계속되어 다시 00병원에서 검진받음 

3월 28일（토요일） 3월 20일과 21일에 센다이 시내에서 식사를 함

께한 아키타현 거주자가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귀국자 · 접촉자 상

담센터”에 전화 상담 

3월 29일（일요일） “귀국자 · 접촉자 외래”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명 
（7）해외여행 경력    증상 전 2주간 해외여행 경력 없음 

（8）동선                 ・아키타현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 2명을 포함한 그룹과 3월 21일

의 21시경 부터 다음날 22일 1시까지 센다이 시내 음식점 (HUB

仙台一番町四丁目店/HUB 센다이 이반초 욘쵸메 점)에서 식사를 

함께함 
・증상이 있기 전 2주간 해외여행 경력은 없음 

 

 
【환자 B】 
（1）연령             30대 
（2）성별        남성 
（3）국적        일본 
（4）거주지       센다이 시내 
（5）밀접 접촉자    조사 중 (동선 조사 후 인원 확정) 
（6）경과 

2020년 3월 29일 

건강복지국 건강안전과 

（직통전화）022-214-8059 



3월 25일（수요일） 발열（39℃）, 나른하고 기침 있음 
3월 28일（토요일） 증상은 안정되었지만, 00병원에서 검진 

3월 28일（토요일）  환자 A가 상담한  “귀국자 · 접촉자 상담센터”가 3월 20일에 환자 

A와 식사를 함께한 것을 확인하고, 연락 
3월 29일（일요일） 귀국자 · 접촉자 외래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명 

（7）해외여행 경력     증상이 있기 전 2주간 해외여행 경력은 없음 

（8）동선               ・3월 20일 약 19시부터 23시까지 환자 A와 센다이 시내 음식점 (HUB 센

다이 이치반쵸 욘 쵸메점)에서 식사를 함께함  
・증상 후 자가 격리함.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