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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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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찾아주신�분들이�체류하시는�동안 
기분�좋게�지내실�수�있길�바랍니다. 
그러나�뜻밖의�질병과�부상이�생길�수도�있습니다.
중요한�순간에�일본에서�치료를�받으실�때
도움이�될�수�있도록�가이드북을�제작했습니다. 
밖에�나가실�때�손에�든�가방에
넣어�두시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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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진료를�받을 
정도는�아니다

일본의�의료기관�종류

어떤�의료기관을�이용할지는�이용시간과�긴급�정도, 중증�정도에 
따라�달라집니다.

구급�병원 ※구급�환자�수용. 365일 24시간�대응

▲

4P▲
5P

▲

6P

외국인 수용태세가 갖춰져 있는 의
료기관에 대해서는 4P 리스트를 참
조하세요.

※가능하면 약제사에게 상담을.
※야간에 약제사가 부재일 경우에

는 약의 종류에 따라 구입할 수 없
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용법과�주의사항의사의�진찰을�받고�싶을�때

병원에서�접수�및 
수납까지의�과정

접수를�합니다

문진표를�기입합니다

의사의�진찰과�처리를 
받고�처방전을 
수령합니다※1 

약국에�처방전을 
제출하고�약을 
구입합니다※3

수납을�합니다※2

주의사항

*1

*2

의료�정보�헬프�사이트（영어�한정）

「의료�정보넷」

의료기관�찾아가는�법

「방일�외국인�여행자�수용�의료기관�리스트」호텔�프론트나�안내 
데스크
증상을�설명하고 
의료기관을�소개 
받는다

관광�안내소
가까운�의료기관을 
소개�받을�수�있다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을�경우 
보험회사에�연락하여 
의료기관을�소개 
받는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
다. 사전에 알아 두면 트러블을 회
피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진료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
세요.
※외국어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  진료 결과의 설명을 확실
히 들으세요.

※3  약제비에 대해서는 약국
에서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원내 처
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수용태세가�갖춰져�있는 
전국�의료기관�일람
http://www.jnto.go.jp/eng/arrange/essential/
emergency/mi_guide.html#search

후생노동성�각�도도부현의�의료기능�정보�제공�제도
http://www.mhlw.go.jp/english/policy/health-medical/
medical-care/info_hpspitals.html

※각 도도부현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나 , 해당 사이트에서 일본어
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증상 진료과목
발열 · 목 안의 통증 ·기침 · 콧물 내과
두통 내과 · 뇌신경외과
흉부통증 순환기내과 · 호흡기내과
복통 내과 · 소화기내과 · 산부인과（여성）
토혈 · 하혈 내과 · 소화기내과
설사 내과 · 소화기내과
부상 · 베인 상처 외과 · 성형외과
골절 · 관절통 정형외과
화상 피부과 · 성형외과 · 외과
습진 · 두드러기 피부과
어지럼증 · 이명 이비인후과 · 신경내과
귀나 코 이비인후과
아이의 질병 소아과
치통 치과
소변 곤란 · 혈뇨 · 소변시 통증 비뇨기과
임신중（복부 통증이나 당김 · 출혈 · 파수 · 
아기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산과 · 부인과

긴급시 구급과
어떤 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음 종합진료과

※2  여기서 수납은 지금까지 
받은 진료에 대한 보수. 신용카
드 지불이 가능한 곳은 대형 
병원에 한정됩니다. 클리닉에
서는 현금이 일반적입니다. 
비현금거래 포함 해외여행 보험에 가
입되어 있을 경우 지불할 필요가 없습
니다 .

（주）비현금거래의 조건은 보험에 따
라 상이하니 사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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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to.go.jp/eng/arrange/essential/emergency/mi_guide.html#search
http://www.mhlw.go.jp/english/policy/health-medical/medical-care/info_hpspit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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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부를�때�주위�일본인에게�아래�문장을�보여주고�불러�달라고 
하세요.

구급차
119call

구급병원�이용법

외출한�곳�등에서�심장에�문제가�생겨�쓰러져도�소생을 
위해�할�수�있는�일이�있습니다. 그것이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자동�체외식�제세동기）입니다. 
실제로�사용할�때는 AED의�패키지를�열면�사용방법이 
그림으로�표시되어�있으니�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항을 
비롯해�많은�공공기관에 AED가�설치되어�있습니다. 

AED
*3

구급차�도착�후의�흐름

구급차�도착 병원에�후송 치료

입원

수납 귀가

주의사항

（구급차를�불러�주세요.）

《미리 써두면 안심, 의료에 관한 자기 정보》

《이름》

《생년월일》

《현재 치료 중인 질환（있다／없다）》

《현재 복용 중인 약（있다／없다）》

《임신 중이다‧아니다》

《과거 경험한 질병》

《알러지 약／음식／벌레（벌 등）／동물／그 외》

《일반 대화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신앙하고 있는 종교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연령》

《세》

《성별》

《남성／여성》

교통사고나 긴급한 경
우에는 구급병원에 후
송을 부탁합니다.

수용병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
황에 따라서는 문진 없이 치료에 들어가야 
하므로 P7 을 미리 기입해 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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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병상�설명을�위한�대화�지목�시트》 《고통과�증상의�정도를�가리킵니다.》 《참을�수�있다》 《상당히�괴롭다》

《본�시트의�이용방법》 《증상과�그�정도를�손으로�가리켜�전달합니다.》

《머리가�아프다》

《머리가�아프다》 《귀가�아프다》

《콧물이�나온다》

《코피가�나온다》

《재채기》

《가슴이�아프다》

《염증이�생겼다》

《발진이�생겼다》

《가려움증이�심하다》

《두드러기》

《배가�아프다》

《배가�당긴다》

《다쳤다》

《교통사고》

《넘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베었다》

《찔렸다》

《화상을�입었다》

《벌레에�물렸다》

《질에서�출혈》

《질에서�물이�나왔다》

《혈뇨가�나왔다》

《소변이�힘들다》

《빈뇨》

《소변시�고통이�있다》

《아기에게�걱정되는�부분이�있다》

《계속�울고�있다》

《토했다》

《열이�있다》

《밥을�먹지�않는다》

《기운이�없다》

《가슴이�두근거린다》

《맥이�고르지�않다》

《부정출혈》

《배가�아프다》

《숨쉬기�힘들다》 《호흡이�벅차다》

《휘휘�소리가�난다》

《쌕쌕�소리가�난다》

《들리지�않는다》

《이명》

《입안이�아프다》

《혀가�아프다》

《맛을�느낄�수�없다》

《이가�아프다》

《잇몸이�아프다》

《목이�돌아가지�않는다》

《목이�아프다》

《목이�부어�있다》

《허리가�아프다》

《다리가�저리다》

《굽힐�수�없다》

《걸을�수�없다》

《무릎이�아프다》

《열이�있다》

《어지럽다》

《배가�아프다》

《위가�아프다》

《설사》

《눈이�아프다》

《보이지�않는다‧보기�힘들다》

《눈이�가렵다》

《목�안이�아프다》

《목소리가�나오지�않는다》

《가래가�나온다》 《기침이�나온다》

《상당히�괴롭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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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안전의�조언 P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co.rcsc.safetyTips.android

재해시�도움이�되는�사이트（영어�한정）

●다운로드 URL

「Safety tips」

Android
https://itunes.apple.com/jp/app/safety-tips/id858357174?mt=8iPhone

「긴급 지진 속보」

큰�지진이�발생했을�때�지진해일을�동반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일본�기상청은�지진이�발생하고�약 3분이내에 
대형�지진해일�경보, 지진해일�경보�또는�지진해일�주의보를�발표합니다. 지진해일�경보�및�주의보가�발령되면 
재빨리�해안에서�떨어진�안전한�고지대의�피난�장소로�피난하시기�바랍니다.

●Android ●iPhone

머리를�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대형가구로부터�멀리
 떨어진다.

블럭�담벼락의�붕괴에
 주의

위에서�떨어지는�물건을
 조심하십시오.

급하게�밖으로
 뛰쳐나가지�않는다.

엘리베이터�안에�있는
 경우에는�가장�가까운�층에

 멈추어�즉시�내린다.

갑자기�속도를�늦추지
 않는다.

비상등을�켜고�천천히
 차를�세운다.

일본 국내의 긴급 지진 속보 
및 쓰나미 경보를 영어로 통

지하는 푸쉬형 정보 발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본을 방
문 중인 외국인 여행자 및 거주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재
해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토그램＞ ●p.4 *1  일본�정부�관광국　●p.6 *3  일반재단법인�일본구급의료�재단
 ●P4～P9 *2, *4, *5, *6, *7, *8, *9, *10, *11  오리지널
 ●그�외 JIS T0103 : 2005 인용（도판과�본래의�의미가�다른�경우도�있습니다）
※なお、「指さし」、「指さし会話帳」、「接客指さし会話」については、株式会社エビデンスの

登録商標となります。
 同社による許諾なく、これらと同一又は類似の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

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지진에 의한 강한 흔들림을 사전에 알리는 “긴급 지진 
속보”를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합니다 . 이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지진 발생 직
후 각지에서 강한 흔들림의 진도를 예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TV, 라디오 , 휴대전화 등

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
게 알립니다 . 긴급 지
진 속보를 보거나 들었
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우선 몸을 지키도록 하
세요 . 또한 문제가 있
을 경우에는 파출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지진 속보 픽토그램
긴급 지진 속보 이용자 협의회 제
정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co.rcsc.safetyTips.android
https://itunes.apple.com/jp/app/safety-tips/id858357174?mt=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