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万が一に備えたいひとのための 만일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わたしの安心シート               

 

와타시노 안신 시트 (나의 안심 시트) 

救命作業を迅速に行うためにわたしの安心シー

トを備えてください。                

구명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와타시노 안신 시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わたしの安心シート≫とは         

 

《와타시노 안신 시트 (나의 안심 시트)》는 

あなたの医療情報をまとめ、容器に入れて冷蔵

庫に保管し、万一の救急時に備えるものです。 

당신의 의료 정보를 한데 모아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 준비하기 위한 것 입니다. 

救急情報の活用イメージ図 구급 정보의 활용 이미지 그림  

〈救急情報の活用支援事業〉 〈구급 정보의 활용 지원 사업〉 

119番通報 

ある日、家で急に胸が苦しくなったので 119 番通

報をした。 

119 번 통보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굉장히 아파 119 번 통보를 

했습니다. 

到着・発見・確認 

救急隊員が「わたしの安心シート」から医療情報

を確認 

도착, 발견, 확인 

구급대원이 ‘와타시노 안신 시트’로부터 당신의 의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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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切な処置 

救急隊員による迅速かつ適切な処置 

적절한 처치 

구급대원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情報提供 

救急隊員から搬送先の病院にあなたの医療情報を提供し、

治療に役立てる 

정보 제공 

구급대원으로부터 반송된 병원측에 당신의 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わたしの安心シートと一緒に入れる物 와타시노 안신 시트 (나의 안심 시트)와 함께 넣는 

물건 

救急情報（わたしの安心シート） 

●緊急連絡先 ●かかりつけ医 ●緊急時の対応方法 など 

구급 정보 (와타시노 안신 시트) 

●긴급 연락처 ●자주 가는 병원 (주치의) ●긴급시의 

대응 방법 등 

写真〈本人が確認できるもの〉 사진 〈본인이라고 확인되는 것〉 

健康保険証（コピー） 건강보험증 (복사) 

診察券（コピー） 진찰권 (복사) 

薬剤情報提供書・お薬手帳（コピー） 약물 정보 제공서 (복사), 약 수첩 (복사) 

わたしの安心シートの保管 와타시노 안신 시트의 보관 

わたしの安心シートを自宅の冷蔵庫に保管する。 와타시노 안신 시트는 자택의 냉장고에 보관할 것 

ステッカーを玄関ドアの内側・冷蔵庫に貼りつける。 스티커는 현관 문의 안쪽과 냉장고에 붙일 것 

わたしの安心シート内の情報は随時更新する。 와타시노 안신 시트의 정보는 그때그때 갱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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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願い 부탁합니다. 

ステッカーは救急隊が発見しやすいよう、定められた場所に

貼り付けましょう。 

스티커는 구급대원이 발견하기 쉽게 정해진 장소에 

붙이세요. 

ステッカーの貼付場所 스티커를 붙이는 장소 

冷蔵庫のわたしの安心シートが収納されている扉の外側 와타시노 안신 시트를 넣고 있는 냉장고 문 외부 

玄関ドア内側の蝶番（ちょうつがい）側上部 현관 문 안쪽의 경첩 측 윗 부분 

わたしの安心シートの保管場所 와타시노 안신 시트의 보관 장소 

冷蔵庫の内側 냉장고의 안쪽면 

わたしの安心シートをご利用にあたっては、以下の点をご了

承ください。 

와타시노 안신 시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상황을 승낙하시기 바랍니다. 

玄関のドアの内側にステッカーが貼られている場合は、本人

及び同居人等の同意を得ることなく、冷蔵庫を開けてわたし

の安心シートを取り出すことがあります。 

현관 문 안에 스티커를 붙인 경우, 본인 및 동거인의 

동의 없이도 냉장고를 열어 와타시노 안신 시트를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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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たしの安心シートは、救急隊が救急活動に必要と判断した

場合に活用いたします。そのため、わたしの安心シートの保

持者で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る場合でも、その救急活動によ

っては活用さ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 

와타시노 안신 시트는 구급대원이 구급 활동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와타시노 

안신 시트의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구급 활동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救急活動において、搬送先の医療機関を決める場合、本人

の状況によっては、わたしの安心シートに記載された「かかり

つけ医療機関」に搬送さ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また「救急隊

への伝言」についても必ずしも、その伝言を実行できるもので

はありません。 

구급 활동에 있어서는 반송하는 의료 기관을 결정할 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와타시노 안신 시트에 기입된

“주치의 (자주 가는 의료 기관)”  에 반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 구급대원에게의 전언 ” 에 

대해서도 그 전언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問合せ 문의처 

伊賀市社会福祉協議会    音訳（日本語の音を訳しています） 

                  意訳（意味を訳しています） 

이가시 샤카이 후쿠시 교기카이 

이가시 사회 복지 협의회 

三重県伊賀市上野中町 2976-1 미에켄 이가시 우에노나카마치 29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