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 현 의료기능정보제공 시스템의 사용법
１ 시스템 링크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ryo-kensaku.jp/saitama/

２ 키워드 검색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キーワード検索でさがす(키워드 검색으로
찾기)>(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 을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입력란에 검색조건을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방법>
(１)단어일람표(←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필요한 단어(시초손, 진료과목,
언어)를 복사하여 큰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입력란에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키워드 사이에 알파벳 입력모드로 반각
스페이스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조산소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助産所(조산소)>(작은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의 네모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검색조건
입력란(큰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는 시초손과 언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다음으로 <検索開始(검색개시)>

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검색의 예>
입력란(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川口(가와구치)>, <内科(내과)>,
<英語(영어)>를 입력한 후, <検索開始(검색개시)>
를 클릭합니다.

３ 의료기관 정보를 보는 방법
<検索開始(검색개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래에 검색조건에 맞는 의료기관이 표시됩니다.
화살표１ ：

‘키워드 검색’으로 입력한 검색조건이 표시됩니다.

화살표２ ：

의료기관명의 가타카나 표기, 의료기관 이름(링크)
의료기관명을 클릭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３ ：

의료기관의 주소

화살표４ ：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외국어 전화대응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화살표５ ：

의료기관이 정보를 갱신한 날짜

화살표６ ：

의료기관의 추가정보를 표시하는 아이콘(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화살표７ ：

<地図を表示(지도표시)>를 클릭하면, 시설의 지도가 표시됩니다.

・회색일 경우, 금년도엔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휴업중인 의료기관임을 의미합니다

아이콘 설명
아이콘

설명
환자를 위한 세가지 약속을 선언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1.환자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은 뒤 의료를 제공합니다.

대상
병원・진료소만 해당됨

2.환자분 자신의 진료정보를 명시합니다.
3.세컨드・오피니언에 협력합니다. (주치의 외의
의사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정보제공 등의
협력)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 표시됩니다.

의료기관・약국 모두
해당됨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일본어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만 해당됨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시설에

약국만 해당됨

표시됩니다. 일본어만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일본어만 가능합니다.

약국만 해당됨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의료기관・약국 모두
해당됨

간접흡연 예방조치를 행하고 있는 시설에
표시됩니다.

의료기관・약국 모두
해당됨

외국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의료기관・약국 모두
해당됨

분만이 가능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조산소만 해당됨

무균조제처리와 관련된 조제를 하고 있는
시설에 표시됩니다.

약국만 해당됨

마약에 관련된 조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표시됩니다.

약국만 해당됨

재택환자 방문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표시됩니다.

약국만 해당됨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는 시설에 표시됩니다.

약국만 해당됨

일반 외래진료를 접수하지 않는 시설에

진료소・치과진료소만

표시됩니다.

해당됨

여성 외래・여성 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시설에 병원・진료소・
표시됩니다.
치과진료소만 해당됨
휴일・야간대응이 가능한 시설에 표시됩니다.

병원・진료소・
치과진료소만 해당됨

４ 각 의료기관의 상세정보를 보는 방법
의료기관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됩니다.
화살표 1

：

의료기관명

화살표 2

：

주소

화살표 3

：

대표 전화번호

화살표 4

：

휴일 전화번호

화살표 5

：

야간 전화번호



<診療時間 外来受付時間(진료시간 외래접수시간)>(빨간 동그라미 1 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진료시간 스케줄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外国人・障害者へのサポート等(외국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빨간 동그라미
2 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외국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５ 진료시간 외래접수시간 안내
<診療時間 外来受付時間(진료시간 외래접수시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됩니다.
빨간 동그라미１
순서로 표시됩니다.

：

요일(왼쪽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일

요일 아래에는 각 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빨간 동그라미 ２

：

진료시간

빨간 동그라미 ３, ４, ５： 진료과목(이 화면을 예로 들면,
<内科(내과)>, <小児科(소아과)>, <外科(외과)>)
빨간 동그라미 ６




：

외래접수시간

진료시간과 외래접수시간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이 둘 이상인 경우, 위 그림과 같이 각 진료과목의 시간이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６ 외국인・장애자에 대한 지원 등
<外国人・障害者へのサポート等(외국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각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그 외국어의 레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어의 종류
日本語での表示(일본어로 표시)

○○어

英語

영어

中国語

중국어

ハングル

한글

スペイン語

스페인어

ポルトガル語

포르투갈어

タガログ語

타갈로그어

タイ語

태국어

ベトナム語

베트남어

ウルドゥ語

우르두어

インドネシア語

인도네시아어

외국어 레벨
일본어로 표시

○○어

母国並み

모국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日常会話

일상대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片言

간단한 단어를 말 하는 정도

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

대화는 되지 않지만, 표를 사용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