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가이드 북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났을 때 

 
 
 
 

나가노현건강복지부의료추진과 

 

소아구급전화상담 

매일 오후 7 시부터 오후 11 시까지(일본어만 가능)

 



휴일・야간에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이 났을 때, 가정에서 적절한 홈케어를 할 수 있도

록 상담창구, 소아초기구급센터, 간호에 관한 지식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모자건강수첩과 함께 보관하셔서 당장 병원이나 진찰소에 갈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등

적절한 진찰법의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을 찾으신다면 
 
나가노의료정보 Net 
인터넷으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용 웹사이트 : http://www.qq.pref.nagano.lg.jp 
 
휴대전화용 웹사이트  

 

 

 

 
바코드리더로 왼쪽 바코드를 읽으시거나, URL 을 휴대전화로 송식하여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qq.pref.nagano.lg.jp/qq20/WP0104/RP010401BL.dog.jp/ 
 
 
◎휴일・야간의 긴급의사를 검색하신다면 
 
나가노의료정보 Net 
인터넷으로 휴일・야간의 긴급의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찾으신다면」과 같은 사이트입니다. 

 

휴일・야간긴급의사 안내 서비스 

긴급의사의 안내를 자동음성응답으로 해드립니다. 

네비다이얼 0570-088199 

※통화・통신료는 이용자부담입니다. 

※NHK 종합텔레비전 데이터방송으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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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소아구급전화상담에 대해 #8000 
  
아이가 한밤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병이 났을 시, 보호자 분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당황스럽거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아야하는지 등 판단이 어려울 때, 응급대

처의 방법이나 진찰의 여부 등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상담대응자 
 소아과의사의 지원체제아래, 영유아・소아의 의료상담에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등이 
상담에 응답니다. 
 
상담시간 
 매일 오후 7 시부터 오후 11 시까지 
 
이용방법 
 국번없이 「#80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단축다이얼「#8000」은 푸쉬회선 및 휴대전화로 이용가능합니다. 

  아날로그 회선・IP 전화는「0263-34-8000」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조언이므로, 「진찰」과는 다릅니다. 

  -전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당황하지마시고 천천히 자녀분의 증상, 연령 등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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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초기구급센터 

 

센터에서는 야간 소아초기구급의료(입원이나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으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쿠 시 사쿠지역 평일야간 긴급진료센터 

전화: 0267-67-2295            월-금(19:00～21:30) 

                                축일・연말연시휴일 

우에다 시 우에다시 소아초기구급센터 

전화: 0268-21-2233            월-금(19:00～22:30) 

(진찰 전에 전화 필수)           축일・오봉・연말연시휴일 

스와 시 스와지구 소아야간구급센터 

전화:0266-54-4699            매일(19:00～21:00) 

이나 시 이나중앙병원 

전화:0265-72-3121            매일(0:00～24:00) 

이이다 시 이이다시 휴일야간 급환진료소 

전화:0265-23-3636            매일(19:00～22:30) 

마쓰모토 시 마쓰모토시 소아과・내과 야간긴급센터 

전화:0263-38-0622             매일(19:00～23:00) 

아즈미노 시 아즈미노시 야간긴급센터 

전화: 0263-73-6383            월-토(19:00～22:00) 

                                축일・오봉・연말연시휴일 

오오마치 시 기타알프스 평일야간소아과・내과 긴급센터 

전화: 0261-26-6911            월-토(19:00～21:00) 

                                축일・오봉・연말연시휴일 

나가노시민병원・의사회 긴급센터 

전화:026-295-1291             매일(19:00～익일 6:00) 

후생연 시노노이종합병원・의사회긴급센터 

전화:026-293-9914             매일(19:00～익일 6:00) 

나가노 시 

후생연 나가노마쓰시로종합병원 긴급센터 

전화:026-278-2031             매일(19:00～익일 6:00) 

(상담은 일본어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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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38.0 도 이상) 

 

 

 
진료 대상 

※하나라도 해당되면 진료 

받으세요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생후 3 개월이내      ●울음소리가 약하다 
●이상한 동작을 한다   ●얼굴색이 파랗다 
●신음한다             ●구토를 반복한다 
 
좀더 상황을 보고 진료시간 내에 진찰받는 경우 
●기침이 심하다     ●발진이 생겼다 
●식욕이 없다       ●힘이 없다 
 
간호 원포인트 
◎상기의 증상이 없이 기운있고 식욕도 괜찮다면, 2-3 일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만으로 낫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 수분 보충에 주의하며 자주 증상을 관찰합니다. 
◎추워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신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수분 섭취가 가능하고 잠잘 수도 있다면 급히 해열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온을 낮추고 통풍이 잘 되게 하며 얇은 옷을 입히고, 땀이 나면 닦아주거나 옷을 

갈아 입혀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 얼음베개 등(냉각시트)는 싫어하지 않는다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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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천명(喘鳴)-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남 

 

 

 
 
 
 

진료 대상 

※하나라도 해당되면 진료 

받으세요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기침(기관지이물)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인다 
●얼굴색이 좋지 않고 입술이 보랏빛 
●어깨로 숨을 쉰다 
●흡입약으로 효과가 없는 천식발작 
●가래에 다량의 피가 섞여있다 
 
좀더 상황을 보고 진료시간 내에 진찰받는 경우 
●잠들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천명(숨이 가쁘거나 그르렁거림)소리가 난다 
●기침으로 토하거나 기침으로 종종 잠에서 깬다 
 
간호 원포인트 
◎기운이 있고 식욕도 있으며 평소처럼 잠도 잘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당황하지말고 증상을 관찰합니다. 

◎특히 호흡수・호흡・얼굴색・손발의 온도・손톱색을 관찰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이물이 있을 지도 모르므로 침착하게 입 안을 

살펴봅니다. 
◎계속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분을 조금씩 반복해서 보충하게 합니다. 

기침때문에 토할 것 같으면 딱딱한 음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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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39 도 이상의 고열  ●강한 복통이 있다 

 

●구토를 반복한다 
●식중독이 의심된다 
●배가 부풀어있다 
●최근 몇일 사이에 머리나 배를 맞았다 
●피, 황색이나 녹색의 액체를 토한다 
●12 시간이상 소변이 안나온다 
●토해서 탈장(헤르니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변에 혈액이 섞여있다(딸기잼과 같은 변) 
 
좀더 상황을 보고 진료시간 내에 진찰을 받는 경우 
●전날부터 구토하고 있다.  ●몇일동안 변이 나오지 않는다 
 
간호 원포인트 
◎심하게 구토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먹이지말고, 조금 나아지면 수분을 조금씩 보충

해줍니다. 

◎구토할 것 같으면 엎드리게 하거나 옆으로 뉘어서 재웁니다. 

◎구토 후에는 깨끗히 닦고 입안을 헹굽니다. 

◎구토의 횟수, 구토물의 양, 성질, 상태를 관찰합니다. 

※고열이나 두통을 동반하는 구토는 수막염 등이 의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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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누르면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며 배가 딱딱하다. 

 

●반복해서 구토한다 
●잠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얼굴색이 나쁘다 
●배를 맞은 적이 있다. 
●혈변이 나온다 
 
간호 원포인트 
◎옷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음낭이 빨갛게 부어있지 않은가 확인합니다.(부어있으면 진찰을) 

◎의외로 많은 경우가 변비입니다. 변이 쌓여있는 것 같으면 배를 마사지 해주어  

배변을 촉진시킵니다.(해본 적이 있으면 관장을 시도해봅니다) 

◎영유아의 충수염(소위 맹장)은 드물지만 열이 나거나 복통이 가볍지 않은 경우는 

진찰받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얼굴색이 나쁘고 계속 심하게 울며 피가 섞인 변도 나온 경우는 

장중적증(腸重績症)이 의심됩니다. 이 경우 수술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음식을 먹이지 

말고 변을 지참하여 진찰받도록 합니다. 

※복부를 타박하여 아프거나 구토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음식을 

먹이지 말고 진찰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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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경우 
●경련이 10 분이상 계속된다 
●1 회의 발열으로 경련이 계속된다 

 

●경련이 좌우대칭이 아니다 
●24 시간 이내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 
●무열성 경련(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경련)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첫 경련      ●신체 일부의 경련 
●구토를 한다  ●두통을 동반한다 
●경련 후 20 분경과해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다 
 
간호 원포인트 
◎경련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마루 등 안전한 장소에 눕혀 옷을 느슨하게 하며, 

토할 것 같은 경우는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하여 지속시간을 메모합니다. 

◎아이의 경련은 열성 경련(발열을 동반하는 경련)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3 분이내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열을 재봅니다. 

◎의식을 돌리려고 흔들거나, 큰소리로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경련으로 혀를 깨무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입 안에 거즈나 젓가락, 손가락 등은 절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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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구급차를 불러야하는 경우 

●어른 손바닥의 면적보다 큰 화상을 입었다 
(주: 수포나 짓무른 상태의 화상의 경우)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손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아픔이 계속된다 
●수포가 생겼다 
●아프지는 않은데 하얗게 된 부분이 있다 
●수포가 없어도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었다 
 
간호 원포인트 
◎가능한 한 빨리 수돗물로 식힙니다. 적절한 시간은 아픔과 열이 안 느껴지는 10 분

-15 분입니다.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은 경우는 무리하게 벗기지 말고 입힌 상태로 식혀주십시오. 

저체온에 주의하며 보온시켜줍니다. 

◎냉각 후에는 빠르게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습니다. 

◎화상을 입은 부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말고, 깨끗한 타올로 가볍게 덮는 정도로 하여 

진찰받습니다. 

◎화상의 원인은 욕조의 뚜껑 위에 앉기, 스토브에 손대기, 포트의 뜨거운 물, 컵라면, 

밥솥의 증기, 가습기의 증기, 불꽃놀이 등 입니다. 평소부터 주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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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음(誤飲)-이상한 것을 먹어버렸다! 

 

구급차를 불러야하는 경우 

●이상한 것을 먹은 후 무호흡, 무의식이 된 경우 
●독성의 물질을 먹은 경우(표백제, 세제, 벤진, 가솔린, 등유, 염색약, 매니큐어제거제, 
건조제(산화칼슘), 버튼식 알칼리전지 등) 
※병원에 먹은 것과 같은것, 용기 또는 성분 등이 적힌 것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바로 진찰이 필요한 경우 
●어른의 약을 먹었다. 
●심한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숨쉬기 힘들어 보이거나 얼굴색이 나쁘다 
●담배를 2cm 이상 먹었거나, 꽁초를 담궜던 물을 마셨다 
●뾰족한 것을 먹었다(핀, 압정 등) 
 
간호 원포인트 
◎입 속에 있는 것은 빨리 빼내거나 토하게 합니다. 

※휘발성의 물질이나 산・알카리는 절대 토하게 하지 않는다 
◎2cm 미만의 담배를 삼켰으나 구토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는 물로 입을 헹궈주고 
경과를 관찰합니다. 
◎비닐제품이나 동전, 비누, 지우개, 크레용, 립스틱을 먹은 경우는 숨쉬기 곤란한 것 

같지 않다면 2 일이내에 변과 함께 나오므로 변을 관찰합니다.(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 



중독 110 번 

 

화학물질(담배, 가정용품 등), 의약품, 동식물의 독 등으로 발생한 급성중독에 대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식중독, 만성 중독, 작은 돌 ・구슬 등의 이물질을 삼킨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재)일본중독정보센터(일반시민전용・무료) 

 

오사카중독 110 번(매일：24 시간) 

072-727-2499 (일본어만 가능) 

 

쓰쿠바중독 110 번(매일:9-21 시간) 

 

029-852-9999(일본어만 가능) 

 

담배전용전화(매일 24 시간) 

072-726-9922(테이프로 정보제공, 일본어) 

 

상담시의 포인트 

◎아이의 개월 수  ◎언제  ◎무엇을 

◎어느 정도의 양을 먹었는가  ◎현재의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