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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 탐색                                    

 

일본에는 두 종류의 병원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의원, 진료소, 클리닉)은 감기나 가벼운 부상 등,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갑니다. 

큰 병원은 증상이 심할 때나 수술 또는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갑니다.  

우선 작은 병원(의원, 진료소,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은 병원에서 ‘소개장’을 받아 큰 병원으로 갑니다. 

 

A 외국어로 진찰받을 수 있는 병원 

 

린쿠 종합의료센터 

이즈미사노시의 ‘린쿠 종합의료센터’에는 ‘국제진료과’가 있어서 일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072-469-3111 

http://www.rgmc.izumisano.osaka.jp/10_E/index.html 

 

 

☆외국어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검색 사이트 

 일반재단법인 일본의료교육재단 외국인환자 수용의료기관 인증제도(JMIP) 

http://jmip.jme.or.jp/index.php?l=kor 

 오사카 메디컬 인터넷 

https://www.mfis.pref.osaka.jp/omfo/ 

 일본정부 관광국 (Jnto)  

https://www.jnto.go.jp/emergency/kor/mi_guide.html 

 

※대응 가능 언어, 요일 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에 걸렸을 때 

 

http://www.rgmc.izumisano.osaka.jp/10_E/index.html
http://jmip.jme.or.jp/index.php?l=kor
https://www.mfis.pref.osaka.jp/omfo/
https://www.jnto.go.jp/emergency/kor/mi_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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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즈미사노시 및 센슈 지역에 있는 휴일·야간 진료병원 

 

센슈남부 응급 센터 

전화번호: 072-464-6040 

  접수 시간 진료 시간 

내과  

소아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오후 8시 30분 오후 6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오전 9시 30분~오전 11시 30분 오전 10시~정오 

오후 0시 30분~오후 4시 30분 오후 1시~오후 5시 

소가과 만 목요일 야간 오후 7시 30분~오후 10시 30분 오후 8시~오후 11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린쿠 종합의료센터  

전화번호: 072-469-3111 

 

응급 외래 

순환기과 계(순환기 내과, 심장혈관 외과) 응급은 24시간 대응 

산부인과 시간외 응급접수：오후 5시~익일 오전 8시 30분 

외과 시간외 응급접수：(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5시~ 

익일 오전 8시 45분 

뇌신경 외과 응급은 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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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 방문                                    

 

A 진찰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신분증(예: 재류카드, 여권) 

 복용하고 있는 약 

 현금(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장(있을 경우) 

 

Ｂ 진찰 흐름 

접수 건강보험증을 제시합니다. (2회째부터는 진찰권도 함께 제시합니다.) 

 

문진표(지금의 신체 상태나, 지금까지 앓았던 질병 등을 기재합니다)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진찰 호명 되면 진찰실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필요 시 검사 또는 치료를 받습니다. 

 진찰이 끝나면 대합실에 돌아가서 대기합니다. 

  
계산 호명 되면 접수처에서 건강보험증, 진찰권, 약(또는 약 처방전)을 받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약 구입 약 처방전을 받은 사람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다국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 관광국 (Jnto)’ 

https://www.jnto.go.jp/emergency/kor/mi_guide.html 

 

 

이즈미사노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심신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각종 건강진단, 건강상담, 영양상담, 건강교실 

 

★문의 

건강추진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311～2318） 

 

https://www.jnto.go.jp/emergency/kor/mi_guid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