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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홋카이도 주민 여러분께 ～ 

○ 2019 년 12 월 이후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에 의한 폐렴 발생이 여전히 다수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우선은 기침할 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깨끗하게 손을 씻는 등 통상의 감기나 독감과 같은 기초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증법에 의거해 코로나 19 는 「지정감염증」으로 정해졌 때문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등의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고지합니다.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타（거지 지역의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체계가 갖춰진 의료기관（귀국자・
접촉자외래）를 안내 받으세요. 

코로나 19 의심 사례(정의) 
발열(37.5도 이상)과 동시에 호흡기증상이 있고, 발병 후 14일 이내에 

〇중국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浙江省)에 다녀오거나 거주하셨던 분 
〇중국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에 다녀오거나 거주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분 

※밀접접촉이란 동거 또는 장시간 접촉(차 안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데, 의심환자를 간호 또는 

간병하는 과정에서 가래나 침 등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평소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 19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증상・

바이러스가 완치될 때까지 입원해야 합니다. 

○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통상대로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울이세요. 

주의）위생연구소는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혈액 등을 검사하는 기관이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찰이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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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및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타에 대해 

.  상담창구  .   

코로나 19에 관한 일반 상담에 대해서는 이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전화번호 가능시간 

◆후생노동성 전화상담창구 0120-565653 
（무료통화） 9:00~21:00 

 

【상담창구】   전화번호   開設時間 

 ◆삿포로시 보건소 
（감염증종합대책과【일반상담】） 

  011-622-5199    평   일    8:45  ~  17:15   

 ◆아사히카와시 보건소   0166-25-9848    평   일    8:45  ~  17:15 

 ◆시립 하코다테 보건소   0138-32-1547  평   일    8:45  ~  17:30 

 ◆오타루시 보건소    0134-22-3110  평   일     8:45  ~  17:20 

※상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도립 보건소 ※이하 참조 평   일    8:45  ~  17:30 

 ◆홋카이도 보건복지부 건강안전국 지역보건과    011-204-5020 평   일   17:30  ~  21:00 
토 일 공휴일  9:00  ~  21:00 

.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타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분은「귀국자・접촉자 상담센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타】   전화번호 가능시간 

 ◆삿포로시 보건소 
（구급안심센타 삿포로【진료상담】） 

  011-272-7119 
(#7119) 24시간 

 ◆아사히카와시 보건소   0166-25-9848    평   일    8:45  ~  17:15 

 ◆시립 하코다테 보건소   0138-32-1547  평   일    8:45  ~  19:00 

 ◆오타루시 보건소    0134-22-3110  평   일    8:50  ~  17:20 

※상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도립 보건소 ※이하 참조 평   일    8:45  ~  17:30 

 ◆홋카이도 보건복지부 건강안전국 지역보건과    011-204-5020 평   일   17:30  ~  21:00 
토 일 공휴일  9:00  ~  21:00 

 

(도립 보건소 일람)http://www.pref.hokkaido.lg.jp/hf/kth/kak/tkh/hokensho/hokensho.htm (일본어) 

http://www.pref.hokkaido.lg.jp/hf/kth/kak/tkh/hokensho/hokensho.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