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리스트 

［에히메현 코로나 의료기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에 

걸렸을지도 몰라…어떻게 해야 하지？  

증상이 있다（열이나 기침이 있음）  

중증화 위험이 있는 사람 

병원에 가주세요!  

  ※반드시, 병원에 전화 후 방문해주세요.  

 

중증화 위험이 없는 사람 
 

１．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병원에 전화한다→ 병원에 간다 

 

２．자가검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한다. 

 

증상이 없다（감염 가능성이 있음）  

○무료 검사를 이용한다.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한다. 
 

 

검사방법 

○무료 검사 상담 센터 

080-0080-7893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무료 검사 정보   

［에히메현 무료검사 ］ 

어떤 병원인지 모를 때 

→  상담 센터에 전화한다 

089-909-3483 (24h/7d) 

【중증화 위험이 있는 

사람】 
-65 세 이상 

-임산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닌 병이 



 

 

중증화 위험이 있는 사람 

병원 스태프가 요양(치료+휴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① 과 ②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①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다→입원 

②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 

→자택 요양(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는 것)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매일 전화하여 건강을 체크합니다. 

※자가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병원에 가주세요. 

 

중증화 위험이 없는 사람 

1. 병원에서 검사한 사람은, 

병원 스태프가 자택 요양(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양 안내서’를 받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에 체온을 측정해주세요. 

열 또는 기침이 심해지면, 에히메 자택 요양자 의료상담센터 또는  

병원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의 연락은 없습니다. 

※에히메현 자택 요양자 의료상담센터 연락처는 ‘요양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감염됐다→ 어떻게 하지? 



2.직접 검사 또는 무료 검사를 이용한 사람은, 

에히메현 양성자 등록센터에 등록하여 주세요.  

등록 후, 센터로부터 e-mail 로  

자택요양(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 세~40 세・병이 없는 사람은, 

열이나 기침이 있더라도 약국에서 구매한 약을 먹고,  

자택요양(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는 것)하시기 바랍니다.  

 열 또는 기침이 심해지면 에히메현 자택 요양자 의료상담센터에 또는  

병원에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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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확진 판정 

 

자택 요양해주세요. 

약을 안 먹어도 열이 없고 기침 

증상이 가벼워졌다.        

→종료  

외출해도 됩니다 

건강 상태 체크를 

계속해주세요. 

무증상 

확진 판정 

증상 없음        

→종료 
외출해도 됩니다 

증상 없음 

→5 일 차에 검사→음성 

→종료 

외출해도 됩니다 

 

자택요양(집에서 쉬면서 치료하는 것)의 시작일 ~ 종료일 

［에히메현 

양성자 등록 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