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波圏域発熱等受診・相談センター 発熱時相談チェックシート）

（韓国・朝鮮語）
발열 시 상담 체크시트⑴

발열 시 상담 체크시트
수진자 정보
후리가나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년

연령

세

월
성별

일
남・녀

－

〒

전화

－

－

아래의 질문에서 해당되는 항목의 □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A. 발열 감기 증상
□①발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다. 가장 높았던 체온과 증상이 나온 이후의 일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발열

（

）일전부터（최고

. ℃）

□ 기침・가래・콧물（

）일전부터

□ 숨막힘、호흡곤란 （

）일전부터

□ 전신의 나른함

）일전부터 □ 후각・미각의 이상（

）일전부터

（

□ 그 외의 증상（

）（

）일전부터

B. 인플루엔자의 가능성
□②갑자기 고열이 났다
□③열이 있고 삭신이 쑤시다
□④직장, 학교, 가족 등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었고 접촉한 가능성이 높다

C.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가능성
□⑤후각・미각에 이상이 있다
당신 자신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자와의 접촉기회의 유무
□⑥14 일 이내에 단바사사야마시, 단바시 이외의 지역으로 외출한 적이 있다
□⑦14 일 이내에 단바사사야마시, 단바시 이외의 분과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⑧14 일 이내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가족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자와의 접촉기회의 유무
□⑨14 일 이내에 단바사사야마시, 단바시 이외의 지역으로 외출한 적이 있다
□⑩14 일 이내에 단바사사야마시, 단바시 이외의 분과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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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 에 해당하고 아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둘러 검진을 받아주세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중증화 위험성에 대하여
□⑪자기 자신이 아래의 중증화 위험성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 (65 세 이상) □당뇨병
□간질환, 투석중

□고혈압

□심장병

□호흡기질환

□기타 （

□⑫면역이 저하되는 약 등의 사용 □면역억제제의 사용

）
□항암제 사용

□⑬가족이 위의 중증화 위험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음
의료시설, 고령자시설의 직원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직업
□⑭당신 자신이 의료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직원
□⑮가족이 의료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직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감염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음
□⑯기침이나 가래 등 호흡기질환이 있음

E. 「중증」 혹은「중등증」
긴급 검사가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증상
□⑰안색이 확실히 나쁨,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함
□⑱호흡이 가빠짐, 갑자기 숨이 막힘, 조금 움직이면 숨이 막힘. 어깨로 숨을 쉬는 상태
□⑲가슴에 통증이 있음, 심박수가 일정하지 않음, 맥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음
□⑳누울 수 없음. 앉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음, 갑자기(2 시간 이내가 기준) 숨이 가파짐
□㉑멍함(반응이 약함), 몽롱함(응답이 없음)
중등증 이상으로 서둘러 검사가 필요하신 분
□㉒고열이 지속되고 있음(38.5℃이상이 3 일 이상 이어짐)
□㉓증상이 4 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음
□㉔조금 움직이면 숨쉬기 힘듦.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있음
□㉕몸이 나른하고 바로 눕고 싶음
□㉖식사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 못하고 있음
□㉗평소랑 행동이 다름, 행동이 이상함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병원체 검사(PCR, 항원)를 실시하시는 분 기입란
・발열 시 상담 체크시트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가능성 □네

□아니요

・신형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검사의 지시를 받았음

□네

□아니요

・신형 코로나 접촉확인 어플로 검사를 받도록 권장 받음

□네

□아니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PCR, 항원감사 실시에 동의합니까?

□네

□아니요

이 체크시트는 효고현 국제교류협회가 통역자의 참고자료로서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