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5류이행후의취급에대하여

외래진료
체제

치료비용
취급

그동안의 '진료·검사 의료기관'이

외래대응의료기관으로명칭을변경합니다

의료기관 목록은 수진정보센터에서 안내합니다

또, 현 홈페이지에서도 공표합니다

진찰 시의 비용은 통상의 보험 진료가 되며

이발생합니다

폭넓은의료기관에서 진찰을받을수있는체제를목표로합니다

입원의료비용 월 최대 2만엔 공적지원
(고액요양비제도의 자기부담한도액에서 감액)

신종 코로나 치료제 전액 공적지원
※2023년9월말까지

원칙적으로자기부담

일부공적지원이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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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정보센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분의 진찰·상담체제에 대하여

가까운
주치의나

주변 의료기관

외래 대응 의료
기관

진단

치료

요양상의 지도

발열외래/공표

입원

컨디션 악화

다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0120-056-203

（24시간 연중무휴）

입원 여부 판단

입원 여부 판단

경쾌

진찰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요양 중의
상담

외래 대응 의료기관 목록

宮城県 コロナ 受診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

진찰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자택요양

컨디션 악화로
고민이 되는 경우

간호사 등의 구급상담(야간 휴일)

성인 구급 전화 상담♯7119

어린이 야간 안심콜♯8000

구급차를 부를까 망설여질 때

안내

발병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주변으로 옮기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 대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5일, 증상 경쾌
된지 24시간까지 외출은 삼가고
상태를 지켜볼 것을 권장

타원소개/당원입원

증상이

가벼운 분

중증화위험이높거나증상이심한분

진찰
자체검사

키트 양성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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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이행 후 요양기간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확진자 동거인등밀접접촉자

陽性者

법률에의거한

은요구되지않습니다

외출제한 취업제한

증상이 나타난지 5일, 증상 경쾌된지

24시간까지 외출은 삼가는 것을 권장

10일간은 자발적인 감염 대책을 권장합니다

특기５일간는 몸 상태에 주의

7일간은 발병 가능성이 있음

자발적인 감염 대책을 권장합니다

陽性者
법률에의거한

은요구되지않습니다외출제한

밀접접촉자'는특정되지않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고위험자와의 접촉은 삼가는 등
자발적 감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외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격리 시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숙박 요양 시설 생활 지원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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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이행 후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에 대하여

5류 이행 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장면에서의
마스크 착용

개인이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실시 부탁드립니다

환기

손 씻기 등의
손 위생

사람과의
거리 확보

착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감염 대책으로서는 계속 유효

세 가지 밀접 회피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