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을 위한 상담, 진료, 자가검사 안내
상담

상담・진료 기관을 못 찾으실 때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진료・상담 센터(24시간 대응）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시는 분

【오쓰시 거주자】TEL:077-526-5411
【오쓰시 외 거주자】TEL:077-528-3621

휴일・야간에 증상이
①가까운 진료소・병원에 전화 등으로 상담
발열, 인후통, 두통, 설사, 냄새나 맛이 잘 느껴지지 のどの痛み、頭痛、下痢、体のだるさ、
심해질 경우
않을 때 진료 전에 반드시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휴일 긴급 병원 진료소 등
주십시오.
내원 시간이나 내원 방법 등을 지정받을 수 있습
니다.
③진료시에는 감염 예방을 철저히
손소독과 손씻기를 마친 후 마스크 착용하고
진료를 봐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외 중증 증상도 대응

・65세 미만
・입원이 필요없으신 분 등

등록

신청

시가현 신종코로나 검사 진단 후
신청 창구
○의료기관에서 양성이신 분께 드리는 안내에
따라 자가 신고를 해 주십시오.

TEL：0120-935-897
접수시간：9시～17시

https://www.s-i-a.or.jp/news/819

TEL:080-5772-3561,3562,3563

https://www.s-i-a.or.jp/news/813

・65세

미만
필요없으신 분 등

・입원이

※65세 미만, 중증화 위험이 없는 분 등 조건이 있습니다.

접수시간：9시～17시

https://www.s-i-a.or.jp/news/808

https://www.city.otsu.lg.jp/kenko/2020/y/51044.html

https://www.s-i-a.or.jp/news/785
신종코로나 양성

진료

○자가 검사로 양성이 나온 경우, 외래 진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양성자 등록을 합니다.

TEL：0120-935-395

접수시간：9시～18시
（일요일,공휴일 제외）

신종코로나 양성

시가현 검사 키트 배부・양성자 등록 센터

※연락처는 자택 요양자분께 안내 자료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https://www.s-i-a.or.jp/news/794

시가현 검사 키트 배부・
양성자 등록 센터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
밀접접촉자(의심 포함), 회사 등의
지시로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
검사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증상을 길게 겪거나 악화될 시,
그 외 증상을 알고 싶으실 때는 가까운 진료소나 병원에 전화 등으로 상담

【오쓰시 거주자】오쓰시 보건소
【오쓰시 외 거주자】시가현 자택 요양자 등 지원센터

오쓰시 외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을 구입 바랍니다.

TEL：0120-935-395
접수시간：9시～17시

・65세 이상
・중증 위험이 있으신 분
・처방을 희망하시는 분 등

ＰＣＲ등 검사 무료화 사업
○감염에 불안을 느끼시는
무증상이신 분
한정 검사

○검사 키트 신청 후 자가 검사

※진료 전에 반드시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긴급시에 응급 처치를 하는 곳이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양성

오쓰시

약국・드러그스토어(인터넷
포함)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
하고 자가 검사

구급병원(외래)

②의료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진료

지원

증상이 없을 시

검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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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를 하시는 분

【증상 악화 시 상담 접수・대응】
의료기관 진료 조정 등

【그 외 지원】

(필요에 의해)건강 관찰(HER-SYS확인 등), 식료품 지원,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 배부, 요양 증명 등 수속 안내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은 ‘시가 외국인 상담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TEL:077-523-5646 Email mimitaro@s-i-a.or.jp
（월～금 10:00-17:00 ※토일공휴일 휴무）

찾기

진료・검사 의료기관을
검사는 이곳에서
※동의한 의료기관만
게제

滋賀県 受診 検 索
시가현 진료 검색

가까운 의료기관
검색은 이곳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医療ネット滋賀 検 索
검색
의료넷 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