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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통역 & 정보 서비스

요코하마는 살기 좋고 관광명소도 많아 신구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의료의 시점 프
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주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록 의료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의료국 × MSD 주식회사

Web버전 PDF 링크(일본어, 영어)

MSD 주식회사는 혁신적인 의약품과 백신을 발견, 개발,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

는 제약회사입니다. 또한 ‘MSD 매뉴얼’ 이라는 의학사전을 통해 올바른 의료 지식

을 보급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의 시점’ 프로젝트의 취지에 동의하는 

MSD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의료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 MSD 주식회사 연계

요코하마는 160년 전 일본이 문호를 개방할 당시에 개항했던 국제무역항 중 하나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선진적인 자세를 가진 도시입니다. 의료 분야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의료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근한 디자인을 통해 민간과 연계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의료의 시점”입니다. 현재 요코하마시에는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요코

하마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리플릿 또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입니다.

요코하마시의 의료 분야에 대한 노력

이런 점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지 모르겠다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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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메디컬 가이드

※전화 의료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横浜市医療局
Medical Care Bureau

영어

12개 국어 *
중국어 스페인어한국어한국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베트남어 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광둥어



가정판

www.msdmanuals.com
11개 국어 지원

FREE!

◆ 증상·질병·응급처치… 의료정보(무료)
1899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뢰도 높은 의학 정보 서적
MSD 매뉴얼은 폭넓은 의학 정보가 실려 있는 종합 의료 정보 서적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

English 한 국 어中 文

To check for illness 
and symptoms 检查疾病和症状

질 병 이 나  증 상 을
확 인 하 려 면

Português
Para verificar 

doenças e sintomas

Français
Pour vérifier la maladie 

et les symptômes

Deutsch
Krankheit und Symptome 

zu überprüfen

Italiano 
Per controllare 

malattie e sintomi

日本語
病気や症状を
調べるには

Español
Para verificar enfermedades 

y síntomas

Pусский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болезньисимптомы

11개 국어 
통역 가능

عريب
 للتحقق من طبیعة
المرض واألعراض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매뉴얼의 집필자, 감수자, 편집자는 기재된 치료법, 약제, 진료에 대한 고찰이 정확할 것, 또한 공개 당시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을 따
르고 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 및 임상실험의 축적에 따른 정보의 변화, 전문가 간의 일정
한 견해 차이, 각각의 임상실험의 상황 차이, 또는 방대한 문장 작성으로 인한 인위적 실수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른 정보 서적의 의학정보와 
본 매뉴얼의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정보는 전문가로서 조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사, 약제사, 기타 의료 종사자의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매뉴얼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의학적인 조언을 가볍게 여기거나 진찰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본 매뉴얼의 내용은 미국의 의료행위 및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임상 가이드라인, 진료 기준, 전문가
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할 때는 자국의 의료 정보 서적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어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모든 언
어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죠?

◆ 응급 병원
위급한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누
구나 응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찰의 흐름

　 안심하고 일본을 여행할 수 있도록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관광청)

   119연락   
→ 응급상황을 알린다
→ 주소를 말한다
→ 증상을 설명한다
→ 이름과 연락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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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afe travels in Japan 検 索

◆ 다국어 문진표

제작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국제교류 하티코난다이 공익사단법인/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

Multilingual Medical Questionnaire 検 索

전화 의료 통역 서비스
요코하마시에서는 외국인 환자도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지원하는 전화 
의료 통역 서비스를 일부 병원 및 야간 응급 센터, 휴일 긴급환자 진료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모국어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2

◆ 지원 언어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타갈로그어,네팔어,베트남어,

태국어,광둥어,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 운영시간

※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통역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
요코하마시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2개 국어

병원본 서비스는 병원의료기관에
서 전화로 통역 서비스를 연
결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❶ 상담

❷ 전화

의료기관

콜센터

환자

❸ 통역

❸ 통역

환자의 직접 의뢰는 불가

본 서비스는 요코하마시의 독자적인 서비스입니다.

8: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