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삿포로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핫라인 
 

삿포로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여러분, 병원에 가려고 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병원 방문 예약을 하고 싶지만, 일본어로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병원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병원 직원분이 하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핫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주나요？                                         

 ・병원 예약이나 문의를, 통역 오퍼레이터가 통역해 드립니다. 

 ・병원에 갔을 때, 전화통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가 함께 병원에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기 며칠 전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SEMI 삿포로, 중국어는 SCI(삿포로 중국어 의료 통역  

그룹)의 통역자가 동행합니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무료） 

  ※전화통역을 사용할 때는, 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3 년 3 월 31 일까지 

 

어떤 언어를 통역해줄 수 있나요？                                     

 ・병원에 예약 및 문의를 할 경우／병원에서 전화통역을 사용할 경우 

    영어,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태국어, 힌디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페르시아어 

※ 다른 언어도 통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통역 자원봉사자가 함께 병원에 갈 경우 

    영어, 중국어 

  



어떻게 사용하나요？                                               

 

＜예약 및 문의를 할 경우＞                                            

 

 

 

 

 

 

 

 

 

 

 

１. 병원에 가고 싶으신 경우, 011-211-2121 로 전화를 걸어 주세요. 통역 오퍼레이터가  

전화를 받습니다. 

２. 통역 오퍼레이터가 당신의 질병에 대해서, 또는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 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직 병원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응급 안심 센터 삿포로（삿포로시 보건소의 

상담창구）에 전화 연결을 해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３. 통역 오퍼레이터가 여러분과 통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병원 쪽으로 전화를 겁니다. 

４. 여러분, 통역 오퍼레이터, 병원 직원 3 명이서, 병원에 가는 날짜 등에 대해서 상담합니다. 

 ※ 통역 오퍼레이터에게의 전화는 매일 24 시간 연결됩니다. 

 ※ 병원에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９시부터 17 시까지입니다. 

５. 영어 또는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병원에 가고 싶은 경우는, 통역 상담사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일단 전화를 끝내고, 함께 갈 수 있는지 확인이 되면 해당 통역자원봉사자가 여러분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 통역 자원봉사자는 의료 통역 훈련을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이지만, 오역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며,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이 사업은 다국어 의료 진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진찰 당일＞                                                         

 

a） 전화 통역을 사용할 경우 

 

 

 

 

 

１. ㅇ여러분이 병원에서 직접 011-211-2121 으로 전화를 걸어 주세요. 

   통역 오퍼레이터가 전화를 받으면, 진찰을 받고 있는 병원의 이름, 통역을 받길 원하는  

언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２. 전화 통역이 시작됩니다. 통역 오퍼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를 전달하거나,  

스피커폰으로 해 주세요. 

 

 ※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받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역은, 사전에 예약・문의를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매일 24 시간 연결됩니다. 

  병원에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b） 통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는 경우 

 

 

 

 

 

 

 

 

１. 병원에 가기 전에 통역 자원봉사자가 여러분께 연락하여, 만날 장소 등을 정합니다. 

２.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가 주세요. 

３. 통역 자원봉사자가 동행하여 의사와의 대화를 통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