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자 등에 관한 숙박요양에 대하여
시가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증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의료 제공 체제를 확보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검사 결과가 양성이어도 증상이 없는 분 및 의학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분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하시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하는 중에는 상주 의료종사자가 건강관찰을 실시하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요양을 하게 된 경우의 연락에 대하여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시가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입원처 등을 조정하는 컨트롤센터에서 본인의 몸상태와 병원의
병상 상황,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처 또는 숙박요양시설을 결정합니다.
②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하게 되는 경우
컨트롤센터에서 본인에게 증상 등을 확인한 후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을 결정합니다. 숙박요양을 하게
된 경우, 컨트롤센터에서 입소 시간, 이송 수단 등을 본인과 숙박시설 간에 조정한 후 본인에게 연락합니다.
또한 숙박요양시설에 도착한 후 입소 시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때 LINE 계정이 있으신 분은
요양하는 동안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의료담당자와 LINE 친구 등록을 하게 되는 점 양지해 주십시오.

입소 시의 소지품, 준비물에 대하여
◆ 사전준비
아래의 소지품과 준비물을 참고하여 가족분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주일 정도의 외박을 염두에
두고 숙박요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기본적으로 자택에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고 부족한 것은 가족 등에게 부탁해 구입하는 등, 본인
또는 밀접접촉자가 외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준비합니다. 요양시설에 상비된 어메니티류는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탁기 등 공용물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소지품, 준비물
●보험증, 모자수첩(임신하신 분)
●복용 중인 약, 약 수첩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것(혈압계, CPAP(수면시 무호흡증후군 치료기), 혈당 측정기, 인슐린 등)
●필기도구
●의류(갈아입을 옷, 잠옷, 실내화(슬리퍼) 등)
●세면도구 등(칫솔, 치약, 손세정제, 바디워시, 샴푸, 린스, 면도기, 빗, 화장품, 티슈 등)
●세탁도구(세제, 옷걸이, 빨래집게 등) ※표백제는 사용 금지
●식사도구(수저, 머그컵 등)
●수건류(목욕타월, 페이스타월, 욕실매트, 걸레 등)
●여가용품(스마트폰, 태블릿 단말기, 충전기, 책 등 여가생활에 필요한 것 등)
●기타(청소도구, 체온조절용 담요 등)
※어린아이와 동반 입소하시는 분은 아래 물품을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린이용 기저귀, 음료(현지에서는 어른용 도시락과 물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수요,
기저위, 소아용 변좌 등
※다음 물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휴지, 침구, 마스크, 쓰레기봉투, 체온계
※담배, 사케 및 맥주 등 주류, 날것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반입 금지입니다.

반입물에 대하여
가족이나 지인이 반입물을 들여보내는 것은 가능하나, 수취 가능한 것은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반입물이 있는 분은 미리 입소하실 숙박요양시설의 사무국에 연락 주십시오. 방문 시간과 수취
장소, 연락 방법 등을 조정합니다.
※ 사전 연락 없이는 반입물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접접촉자의 반입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시】
◆반입 가능한 것(식품) ※계절, 기온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온 저장 가능한 것(인스턴트 식품, 동결건조 식품, 과자류(생과자는 불가), 과일,
파우치 젤리, 페트병 음료 등)
※ 과일류는 손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것, 씻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 주스 등의 음료류도 상온 저장 가능한 것에 한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파는 소비기한이 명확한 도시락류나 삼각김밥 등
※ 전자렌지는 없으므로 먹기 전에 데울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상 안전 확보를 위해 데워서 온 것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고 상온에서 관리 가능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빵 매장의 빵, 조리빵)
◆반입 불가능한 것(식품)
☆알콜을 포함한 음료
☆날것류(회, 초밥 등)
☆가정에서 조리한 것
☆냉동식품(아이스크림 등)
☆냉장 저장해야 하는 것. 또는 냉장 저장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패스트푸드나 도시락점 등 구입 시에 따뜻한 상태로 제공되는 상품
◆반입 불가능한 것(식품 이외)
☆담배(가열식 담배 포함)
☆위험물(식칼, 나이프 등을 포함)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냉난방 기구(전기요 포함)

숙박요양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을 위한 숙박 비용과 식사 비용 등은 무료입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외의 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별도의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〇 숙박 비용, 식사 비용 ➡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〇 진료비, 약값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의료
(예) 발열과 기침, 인두통에 대한 치료 등

➡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이 없는 의료 ➡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예) 지병의 치료, 지참한 약의 지속적인 처방 등
문의처
시가현 건강의료복지부 감염증대책과
전화: 077-528-3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