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版】 

건강 진찰 · 건강 상담 안내 

자녀분의 건강 진찰 · 건강 상담의 안내 (문진표 등)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4 개월 영유아 건강 상담, 1 세 6 개월 영유아 건강 검진, 3 세 영유아 건강 검진 안내를 

해당하는 월령의 자녀분 앞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의 성장에 대해 우리와 함께 

확인을 하면서 육아의 불안이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에 따라 건강상담 및 건강검진의 실시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지) 4 개월 영유아 건강상담 

(개최) 1 세 6 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개최) 3 세 영유아 건강검진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발생상황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급히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는 시 홈페이지로 안내하게 되므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강 진찰 · 건강 상담을 위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녀분이 일시 귀국 중이거나 이유가 있어 원하지 않는 분은, 반드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연락 없이 진찰을 받지 않았을 때 , 가정으로 방문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따라 건강 검진 회장, 건강 검진을 받는 날이 다릅니다. 

 건강 검진 대상자 수에 따라 일정 · 대상 지역이 "일정표"와 변경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통지 안내로 부터, 건강 검진 장소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어를 할줄 모르는 분에게 

1. 모르는 것은, ０５０－３１０１－３４９５ (후나바시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로 전화해 

주십시오. 

2. 검진을 받으러 오실 때 가능하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3. 영상 전화 통역 서비스 (무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상 통화를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는 분은 건강 검진 

1 주일 전까지,  ０５０－３１０１－３４９５  (후나바시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로 

연락하시고, 대상 보건센터명을 오퍼레이터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건강 진찰 · 건강 상담의 내용에 대해 

중앙보건센터 ０４７－４２３－２１１１ 

동부보건센터 ０４７－４６６－１３８３ 

북부보건센터 ０４７－４４９－７６００ 

서부보건센터 ０４７－３０２－２６２６ 

(주의) ０ ４ ７ － ４ ｘ ｘ  전화로 부터 서부 보건 센터에 전화를 거는 경우는 지역 번호   

（０４７）로 부터 걸어 주십시오. 

(주의) 보건 센터의 직통 전화는 일본어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０５０－３１０１－３４９５ 

(후나바시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로 전화하시고 보건 센터의 번호를 알려 주시면 

한국어로 3 자 통화가 가능합니다. 

 

(중지) 4 개월 영유아 건강상담 

[ 4 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상담]의 개최는 중지하게 됩니다. 동봉되어 있는 안내를 확인하고 

다음의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1.[모자건강수첩 별책] 에 들어 있는 영유아 일반 건강검진 [3-6 개월 건강검진] 진찰표를 

사용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반드시 하루속히 진찰받아 주십시오. 

2.받은 「4 개월 영유아 건강상담문진표」를 기입하고 각 보건센터 창구로 가시면 북스타트 

책이나 자료를 드립니다. 소로 오실 때 문진표와 모자건강수첩을 가지고 생후 

7 개월이 도달하기 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체계측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 1 세 6 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1 세 6 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문진표 등)]를 송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봉된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후나바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2 단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의 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 건강검진] 

2. 시내 협력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내과 개별 건강검진] 

 

1. 집단 건강검진 

·지역에 따라 건강검진회장, 검진시간이 다릅니다. 안내 통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수에 따라 일정 · 대상지역이 [일정표]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무료 

【내용】① 치과 건강검진 ②신체계측 ③보건상담 등  

【진찰받기 전에...】  



・문진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자녀가 1 세 6 개월을 지난다음의 상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진표는 양면입니다.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문진표 전화번호: 평일 연락이 되는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소지품】 

문진표 · 건강 체크표 · 모자건강수첩 

(주의)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2.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 진찰 

【비용】 무료 다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보험진료로 자기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어린이 

의료비조성을 이용해 주십시오. 

【진찰받기 전에...】 

•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 예약이 필요합니다. 【1 세 6 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뒷면 

[후나바시시 의사회가입 실시의료기관」의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서류가 도착하면 1 세 6 개월로부터 2 개월 이내 진찰받기를 권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의 상황으로부터 [내과 개별 건강검진 진찰표]의 유효기간을 2 세 6 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될수록 빨리 진찰받기를 권합니다. 

【소지품】  

내과 개별 건강검진 진찰표 (A5 핑크) ·어린이 의료비 조성수급권 ·보험증 · 모자건강수첩 

 

(개최) 3 세 영유아 건강검진 

[3 세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받은시면 동봉된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후나바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2 단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１．해당 지역의 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 건강검진] 

２．시내 협력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내과 개별 건강검진] 

 

1.집단 건강검진 

·지역에 따라 건강검진회장, 검진시간이 다릅니다. 안내 통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수에 따라 일정 · 대상지역이 [일정표]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무료 

【내용】① 치과 건강검진 ②신체계측 ③눈 검사 ④보건상담 등  

【진찰받기 전에...】  

・문진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진표는 양면입니다.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문진표 전화번호: 평일 연락이 되는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소지품】 

문진표 · 건강 체크표 · 모자건강수첩 

(주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십시오. 

 

2.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 진찰 

【비용】 무료 다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보험진료로 자기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어린이 

의료비조성을 이용해 주십시오. 

【진찰받기 전에...】 

•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 예약이 필요합니다. 【3 세 영유아 건강검진】  뒷면 [후나바시시 

의사회가입 실시의료기관」의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류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 진료받기를 권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의 

상황으로부터 [내과 개별 건강검진 진찰표]의 유효기간을 4 세 3 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지 만, 

될수록 빨리 진료받기를 권합니다. 

【소지품】  

내과 개별 건강검진 진찰표 (A5 노란색) ·  소변 ( 아침 일찍의 소변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지참) · 어린이 의료비조성수급 ·보험증 · 모자건강수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