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5 월 10 일의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주의하십시오. 

외국인 현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 번째 페이지의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전화번호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중증의 증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합시다. 

・밖에 나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다.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양치한다. 

・사람이 모일 때는, 거리를 두고, 환기를 시킨다. 

・학교나 회사를 쉬고,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걱정스러울 때는, 우선은 집 근처의 의사 선생님께 전화로 상담합시다. 

・열이 나면, 매일 열을 재 주십시오. 

・①～③인 때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숨막힘이나 강한 나른함이 있다 

②중증화하기 쉬운 사람 고령자, 당뇨병・심부전 등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투석을 

받는 사람,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열이 있거나 기침이 날 때 

③ ②의 중증화하기 쉬운 사람 이외에, 열이 있거나 기침이 4 일 이상 계속되고 있을 때 

・임신 중인 분에 대해서 

 중증화하기 쉬운 분과 마찬가지로, 빨리 보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는, 어린이 전문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으니, 보건소나 

근처에 있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 등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대략적인 기준 

열이나 기침이 있을 때・・・ 



▼NHK world Japan▼ 

★아이치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사이트（알기 쉬운 일본어와 영어） 

 새로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052-954-7453（현민 종합 창구） 

 https://www.pref.aichi.jp/site/covid19-aichi/list549-1498.html 
 

★아이치 다문화 공생 센터 052-961-7902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미얀마어로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설 사이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일본어의 페이지. 「English site」로부터 영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LAIR 다문화 공생 포털 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페이지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많은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http://www.clair.or.jp/tabunka/portal/info/contents/114517.php 

★NHK World Japan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hkworld/ 

（영어 페이지, "Language"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치현 다언어 콜센터（여행으로 일본에 온 사람）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https://aichi.livecall.jp/en/ipC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보건소）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

kikokusyasessyokusya.htm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 

（아이치현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https://www.pref.aichi.jp/site/covid19-aichi/soudan.html#kikokus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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