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싱가포르 대사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정보 `20.  2.10(월)

□ 2.9(일) 12시 기준 : 확진자 총43명 (10명의 감염자 추가)

▪확진자 43명 外 음성 판정 516건, 검사 진행 98건

- 총 43명 중 싱가포르 내에서 감염 발생자 22명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989명이며, 이 중 현재 싱가포르 체류하는 892명 중

845명 소재 파악(격리·분리 조치), 여타 47명 소재 파악 중

▪감염증 환자 43명 중 완치 퇴원 6명, 안정적 상태 31명, 6명은 위급한상태로

중환자실 입원 중

< 감염자 현황 및 관련 정보 : 최근 확진자 順 >

(43) 2.8(토) 54세 싱가포르 남성

   - 중국 여행력 없고, 1.26(일) 말레이시아 방문. Sengakang General 

Hospital(SKH) 격리 치료

   - 1.30(목) 증상 시작, 당일 2.5(수)~6(목)간 클리닉 두 곳 방문 후 2.7(금) 

SKH 격리 입원

   - 입원 전 클리닉과 근무처(1회, Resorts World Sentosa) 외, 자택

(Fernvale Close)에만 거주

(42) 2.8(토) 39세 방글라데시 남성 (WP 소지자)

   - 중국 여행력 없고,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2.1(토) 증상 시작, 2.3(월) 클리닉, 2.5(수) Changi General Hospital(CGH), 

2.7(금) Bedok Polyclinic 방문 후 CGH 중환자실 입원, 2.8(토) NCID 입원

   - 입원 전 무스타파 방문 기록, The Leo Dormitory(25 Kaki Bukit Road) 거주

(41) 2.8(토) 71세 싱가포르 남성

   - 중국 여행력 없고,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2.1(토) 증상 시작, 당일과 2.5(수) 클리닉 방문. 2.6(목) Hougang 

PolyClinic 방문, 2.7(금) NCID 응급실 이송

   - Paya Lebar Methodis Church(5 Boundary Road) 방문, Braddell 

Heights Residents’ 위원회 모임 참석, Pat’s Schoolhouse Kovan 

(755 Upper Serangoon Road) 재학 중인 손자를 학교 밖 픽업

   - Upper Serangoon Road 거주

(40) 2.8(토) 36세 싱가포르 남성

   - 중국 여행력 없고,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1.30(목) 증상 시작, 당일 클리닉 방문, Yong Thai Hang 근무자로 19

번 20번 환자와 접촉, 2.4(화) 자가격리(Bedok North Street)



(39) 2.8(토) 51세 싱가포르 남성 (그랜드 하얏트 호텔 컨퍼런스 참석자)

   - 중국 여행력 없고 1.22(목)~2.2(일) 간 조호바루 방문, 탄톡셍 감염병

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1.29(수) 증상 시작, 2.3(월)/5(수) 클리닉 두 곳 방문, 2.6(목) NCID 입원

   - 1.20(월)~22(수) 간 개최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컨퍼런스의 참석자며, 

Jurong West Central  거주

(38) 2.8(토) 52세 싱가포르 여성

   - 중국 여행력 없고,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2.3(월) 증상 시작, 2.4(화) Choa Chu Kang Polyclinic 방문, 2.7(금) NCID 입원

   - Choa Chu Kang Ave 3 거주하며, 입원 전 The Life Church and 

Missions Singapore, Marina Bay Sands, Chinatown, Plaza Singapura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

(37) 2.7(금) 53세 싱가포르 남성

   - 중국 여행력 없고,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1.30(목) 증상 시작, 2.1(토)/3(월) 클리닉 두 곳 방문

   - 2.6(목)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NTFGH) 입원 후 2.8(토) NCID 이송

   - 개인 고용 운전사 (그랩 택시 등)며, Jurong East Street 32 거주

(36) 2.7(금) 38세 싱가포르 여성 (그랜드 하얏트 호텔 컨퍼런스 참석자)

   - 중국 여행력 없고 1.25(토)~27(월) 간 조호바루 방문, 탄톡셍 감염병

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1.24(금) 증상 시작, 2.1(토) 클리닉 방문 후 2.4(화) KK Women’s 

and Children’s Hospital 입원 후 격리 치료

   - 1.20(월)~22(수) 간 개최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컨퍼런스의 참석자며,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NTFGH)에서 가족들 접촉

   - Bukit Batok Street 31 거주

(35) 2.7(금) 64세 싱가포르 여성

   - 중국 여행력 없고, 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격리 치료

   - 1.31(금) 증상 시작, 당일 Bukit Merah Polyclinic 방문, 2.6(목) SGH 입원

   - 택시 기사로 증상 발견 후 자가(Henderson Crescent)에서 머물며, 

Redhill Market, Bukit Merah Hawker Centre 방문

(34) 2.7(금) 40세 싱가포르 여성

   - 중국 여행력 없고,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1.27(월) 증상이 시작하여, 1.27(월)/2.1(토) 클리닉 두 곳 방문함. 

Yong Thai Hong에서 근무 중이며, 19번, 20번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며 

2.4(화)부터 자가격리(Sin Ming Road) 후 2.6(목) NCID 입원



(33) 2.6(목) 39세 싱가포르 여성

   - 중국여행력 없으나, 1.22(수)~29(수) 말레이시아 방문하였으며, 현재 

Sengkang General Hospital(SKH) 격리 치료

   - 1.30(목) 증상 시작하였고, 2.2(일) SKH 입원

(32) 2.6(목) 42세 싱가포르 여성

   - 중국 여행력 없고, Parkway East Hospital(PEH) 격리 치료

   - 2.2(일) 증상이 시작되었고, 2.5(수) PEH 입원, Elias Road에 거주하며 

창이공항, 동문원 방문 기록, Victoria Junior College 근무하고 있으나, 

증상 이후 동료 및 학생들과 접촉하지 않음

(31) 2.6(목) 53세 싱가포르 남성

   - 중국 여행력 없으나, 1.6(월),11(토),17(금) 말레이시아 방문하였으며, 

현재 Changi General Hospital(CGH) 격리 치료

   - 1.23(목) 증상 발견 당일 클리닉 방문, 1.28(화) 다른 클리닉 방문 후 

2.1(토) CGH 입원

   - Tampines Street 24 거주하며, 입원 전 The Life Church and Missions Singapore 

(605A Macpherson Road) 방문, 구정 기간 가족과 친구 방문 기록 확인

(30) 2.6(목) 27세 싱가포르 남성 (그랜드 하얏트 호텔 컨퍼런스 참석자)

   - 1.20(월)~22(수) 간 개최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컨퍼런스의 참석자로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후베이 거주자 포함 중국에서 온 방문자 참석)

   - 1.21(화) 발열 증세로 클리닉 방문, 2.3(월) 다른 클리닉 방문, 2.6(목) NCID 입원

   - Shunfu Road 거주, 입원 전 Far East Square(19 China Street), 

Junction 8(9 Bishan Place) 방문 기록 확인

(29) 2.5(수) 41세 싱가포르 남성

   - 중국 여행력 없고, 2.3(월) Mount Elizabeth Novena Hospital(MEN) 

방문, 2.5(수) 확진되어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 격리 치료

   - MEN 입원 전 1.28(화) 발열 증상 발생 다음날 클리닉 방문, 1.30(수) 

다른 클리닉 방문하여 진찰

   - 역학조사를 통해 기존 확진자와/중국 관광객들을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중

(27)(28) 2.5(수) 45세 싱가포르인 남성과 생후 6개월 남아로 (19)확진지의 가족

   - 27번 확진자(45세, 남)는 19번 확진자의 남편이고, 현재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에 격리 조치. 28번 확진자(생후 6개월, 남)는 19번 및 

27번 확진자의 아들로 현재 KK여성ㆍ소아병원 격리병실에서 치료중임

   - 27번 확진자는 Jalan Bukit Merah 소재 자택 거주하며, 개인 고용 운전사 

(그랩 택시 등) 로 근무, Tiong Bahru Plaza, Tiong Bahru Market, Beo 

Crescent Market and Food Centre에 방문하였다고 진술

   - 28번 유아 확진자는 자택에만 거주, 의료기관 방문한 적 없음 파악



(26) 2.4(화) 42세 중국 여성으로 (13)확진자의 딸

   - 1.21(화) 우한에서 싱가포르에 입국, 1.30(목)부터 격리, 2.4(화) 오후 8시경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병실에서 치료중

   - 입원 전 Buangkok Green 자택에 머물며 Pasir Panjang Hawker 

Centre 방문, 24번째 확진자가 인솔한 중국 광시 자치구 출신의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 Diamond Industries Jewellery Company (Harbour 

Drive 소재)에서 근무

(25) 2.4(화) 40세 싱가포르인 남성으로 (24) 확진자의 남편

   - (24) 확진자의 남편으로 현재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입원 전 Buangkok Green 자택에 머물렀고, 24번째 확진자가 인솔한 

중국 광시 자치구 출신의 단체관광객이 방문한 Diamond Industries 

Jewellery Company (Harbour Drive 소재)에서 일하였음

(24) 2.4(화) 32세 싱가포르인 여성

   - (19)와 (20) 확진자의 상점에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한 관광 가이드,  

2.3(월)부터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Buangkok Green 거주, Jalan Besa 지역 근무자로 1.30(목) 발열 증

상이 있었으며, 집 근처 슈퍼마켓을 갔었다고 진술

(23) (22) 1.30(목) 전세기 편으로 우한에서 귀국한 싱가포르인 남성 2명(41세, 17세)

   - 1.30 무증상에도 양성 반응 보여,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21) 2.4(화) (19번) 확진자의 가사도우미인 44세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 2.2(일)부터 증상, 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격리 치료

(20) 2.4(화) (19)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싱가포르 거주 48세 여성 확진

   - 2.3(월)부터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1.25부터 증상, 격리 

前 Hugang St 61 자택에서 체류

(19) 2.3(월) 오후 11시 중국 여행력 없는 싱가포르 거주 28세 여성 확진 

   - 1.29 증상, 1.30 탄톡셍병원 응급실 진료, X-ray 검사에서 폐렴 음성 

판정으로 퇴원 후, 1.31~2.2 Jalan Bukit Merah 소재 자택에서 생활

하다, 2.3(월) 싱가포르종합병원(SGH)을 방문해 폐렴 진단을 받으며 격리

   - 중국인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제품 판매상점(Yong Thai 

Hang, 24 Cavan Rd)에서 근무하는 직원

(18) 1.22.(수) 우한에서 입국한 31세 중국 국적 여성, 2.1.(토) 확진

   -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안정적 상태



(17), (15) 1.30(목) 전세기로 우한에서 귀국한 싱가포리언 47세 여성 2명, 1.31 확진

   - 1.31 확진,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안정적 상태

(16) 1.22(수) 우한에서 입국한 38세 중국 국적 남성, 1.31 확진

   - 1.29부터 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격리 치료, 안정적 상태 

   - 1.29 증상 前까지 Nathan Rd 소재 자택에 체류하다 택시로 병원 이동

(14) 1.26(일) 후베이성 방문 후 귀국한 31세(男) 중국 국적 장기 체류자(WP), 1.30 확진

   - 1.30부터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안정적 상태

   - 1.28 증상 발현 前까지 13 Jurong East St 소재 자택에서 체류

(13) 1.21.(화) 가족과 함께 입국한 73세의 중국 여성, 1.30.(목) 확진

   - 1.28부터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안정적 상태

   - 입원 前 파크로얄 컬렉션 피커링 호텔, 오아시아 호텔 다운타운 체류, 

창이공항과 쥬얼 창이 방문, 이동은 택시 및 개인 차량을 이용함.  

(12) 1.22.(수) 가족한 함께 입국한 37세의 중국 여성, 1.29.(수) 확진

   - 1.29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센토사 Village 호텔과 겔랑 

소재 호텔(81 Princess, Home Suite View)에서 체류

   - 1.27.(월)부터 증상, 1.29.(수) 입원前 오차드, 겔랑 지역을 택시로 방문

(11) 1.22.(수) 입국, 네 번째 확진자의 여행 동반자(31세, 여, 중국)로 1.29.(수) 확진

   - 1.27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안정적 상태

   - 이 여성은 입국 당시 증상 없었으나, 네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1.26.(일)부터 격리 조치, 1.27.(월)부터 증상, 1.29.(수) 확진 

(10) 1.20.(월) 입국한 56세 중국 남성, 1.28.(화) 마리나 사우스 피어 건강 검진소 

방문 중 의심 환자로 분류,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이송, 1.29.(수) 확정

   -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화물선에서 체류

(9), (8) 1.19 우한에서 여행 온 중국 국적 부부(56세)로 입국 당시 증상 없다, 

1.27.(월) 탄톡생병원 방문, 격리 병실 입원 후, 1.28.(화), 1.29(수) 양성 판정

   - 1.24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Lorong Lew Lian 주택 체류  

(7) 1.23.(목) 우한에서 싱가포르에 입국한 중국인(남, 35세), 1.27(월) 확진

   - 1.24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체류  

(6) 1.19.(일) 입국한 우한 출신 중국인(남, 56세)으로 1.27(월) 확진 

   - 창이종합병원(CGH) 격리 치료 / 파시르 리스 그로브 자택 체류 



(5) 1.18.(토)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여, 56세)으로 1.27.(월) 확진

   -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Ceylon Road 소재 자택 체류 

(4) 1.22.(수)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남, 36세)으로 1.25.(토) 확진 

   - 생캉종합병원(SKH) 격리 치료 / 센토사 Village 호텔 체류

(3) 1.24 (1)확진자의 아들(37세, 우한 출신) 확진 

   - 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격리 치료 /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 체류 

(2)  1.24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53세, 女) 확진

   - 탄톡셍 감염병센터(NCID) 격리 치료 / J8 호텔(8 Townshend Rd) 체류

(1)  1.23.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여행객(66세, 男) 최초 확진

   - 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격리 치료 /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 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