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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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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와라반에서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의 종류
입원 설비와 검사 장비 등이 잘 갖추어진 큰 병원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원(진료소,
클리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큰 병원은 의원에서 받은 소개장이 없으면 초진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의원, 진료소, 클리닉
입원설비
20 병상 이상
19 병상 이하, 없는 곳도 많음
검사장비
진료과목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지

전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

기본적인 장비가 중심

일부 진료과목으로부터 대부분의
일부 진료과목
진료과목이 갖추어진 곳까지
중증 질병이나 큰 부상
※의원의 소개장이 없으면
가벼운 증상
초진료가 부과됩니다.

2. 진찰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없을 시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て ちょう

・복용하던 약(‘약 수첩(おくすり 手 帳 )’이 있으면 그것도)
・소개장(있을 경우)
・메모장(상황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도구
・진찰권(초진시 병원에서 발행해줍니다)
・현금(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책 등의
읽을거리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3. 의료기관 찾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부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웃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근처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알아두도록 합시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시간이 다르므로
이것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야기 외국인 상담센터(☎022-275-9990)’에서 통역이나 외국어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해 다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야기 의료기관 가이드(일본어, 영어) ※미야기현청 HP
http://medinf.mmic.or.jp/
◆외국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센다이시) ※센다이관광국제협회 HP
http://int.sentia-sendai.jp/j/life/medical.html

4. 진찰 순서
①건강보험증し ょ제출
し ん
접수처에 “初 診 です(초진입니다)”라고 말하고 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②문진표(진찰신청서) 기입
현재 몸의 증상, 이전에 결렸던 병, 알레르기 유무 등을 기입합니다. 일본어로 쓰기가
어려울 때는 다언어 의료 문진표를 이용하면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언어 의료 문진표(전 18 개 언어) ※NPO 법인 국제교류 하티 코난다이, (공익재단법인)
카나가와국제교류재단
http://www.kifjp.org/medical/
③진찰
호명이 되면 진찰실로 들어가 진찰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검사나 치료도 받습니다.
④회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병원은 매우 적으므로 현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의료비가 고액이 되면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산 시에 받은 영수증은 보관합시다. 또한 초진시에는 진찰권이 발행되므로 다음에 같은
병원에 갈 경우 지참하도록 합시다.
⑤약 수취
ちょう ざ い や っ きょく

정산시에 처방전이 발행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 調 剤 薬 局 (조제약국)’이라고 표시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약값은 약국에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병원
내부에 약국이 있는 곳도 있으며 정산금액에 약 값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구급
야간 및 휴일에는 긴급의료시설을 이용합니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생활 정보지나 신문,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질병이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는 119 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러
주십시오.

6. 공적 건강검진
학교나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생활습관병 예방, 암 검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중인
지자체의 보건 담당 창구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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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라반’이란, 일본 에도(江戸)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뉴스를 한장의 종이에 나타낸 인쇄물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