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韓国・朝鮮語）

발열 등이 있을 때는 먼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효고현에서는 발열 증상이 있는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인플루엔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현민 여러분들께서 진료 검사 체제가
갖춰진 지역의 의료기관(발열 등 진료 ・ 검사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 진료, 검사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전화로 상담 및 검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발열 등이 있는 경우, 지역의 의료기관(주치의 등)에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해 주십시오.

○주치의가 없고 어디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발열 등 검진・상담
센터(건강복지사무소 및 보건소 등)”나 “신형 코로나 건강상담 콜센터”로
상담을 해주십시오(뒷면 참조. 효고현 HP 에도 안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때, 연락 없이 직접 가시는 일은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 등 진료・검사의료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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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의 감염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니 안심하고 검진을
받아주십시오.

■검진을 받을 때 유의할 점
○검진을

받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한 병원 방문은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검진에 대하여
○지나치게 검진을 피하시는 것은 증상의 악화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 상태가 나쁘신 분은 먼저 주치의에게 상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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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등 검진・상담센터(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상담 대응 시간
신형 코로나 건강상담

전화번호

24 시간 접수(토, 일, 공휴일 포함)

콜센터

078-362-9980

아시야 건강복지사무소

0797-32-0707

다카라즈카 건강복지사무소

0797-62-7304

이타미 건강복지사무소
가코가와 건강복지사무소
가토 건강복지사무소
나카하리마 건강복지사무소
다쓰노 건강복지사무소

072-785-9437

평일 9 시 00 분~17 시 30 분

079-422-0002
0795-42-9436

※상기 이외의 평일 야간 (17 시
30 분~9 시 00 분) 및 토, 일, 공휴일은 신형
코로나 건강상담 콜센터에서 대응

아코 건강복지사무소

0791-63-5140
0791-43-2321

TEL：078-362-9980

도요오카 건강복지사무소

0790-22-1234

0796-26-3660

FAX：078-362-9874

아사고 건강복지사무소

079-672-0555

단바 건강복지사무소

0795-73-3765

스모토 건강복지사무소

0799-26-2062

고베시 보건소

24 시간 접수(토, 일, 공휴일 포함)

(다국어 대응)
히메지시 보건소

평일 9 시 00 분~19 시 00 분

(일부 다국어 대응 가능)

토, 일, 공휴일 9 시 00 분~17 시 00 분

아마가사키시 보건소

078-322-6250
079-289-0055

평일 9 시 00 분~19 시 00 분

06-4869-3015

토, 일, 공휴일 9 시 00 분~17 시 00 분
토, 일, 공휴일 포함 8 시 45 분~ 19 시 00 분

니시노미야시 보건소

※11/1 부터 아래 시간으로 변경

0798-26-2240

평일 9 시 00 분~19 시 00 분
토, 일, 공휴일 9 시 00 분~17 시 00 분
평일・토, 일, 공휴일 9 시 00 분~20 시 00 분

아카시 보건소

※상기 시간 외에 급하신 분은 시청 대표

078-918-5439

번호(078-912-1111)

일본어로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자치단체의

상담창구 혹은 효고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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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
078-382-2052(월요일~금요일 9:00~17:00)
078-232-1290(토요일・일요일 9: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