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접수시간은 1과 같지만, 섬에 따라 접수시간, 휴진일이
다릅니다. 반드시 방문하는 섬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 현립병원부속진료소 공통사항 ＞

１．진료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4시 30분

● 진찰비 지불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 응급환자의 경우는 진료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２．중요사항
토・일・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는 진료시간 외입니다.

긴급 이외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진찰을 받으세요.

＜시간 외의 응급진료＞ 119번으로 전화하세요.

※ 시간 외에는 직접 진료소에 가도 진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19로 전화하세요.

－오키나와현 병원사업국－

진료소 명 특 기 사 항 전화번호

伊 平 屋
이헤야

오후 3시 이후에는 방문진료 예방접종・처치를 위해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0980-46-2116

伊 是 名
이제나

오전 접수는 ８:30～11:30
오후 접수는 １:30～ 4:30 입니다.

0980-45-2017

津 堅
쓰켄

매주 목요일은 휴진입니다. (098)-978-2918

久 高
구다카

매주 목요일은 연수로 인해 의사는 부재이며, 간호사가
대응합니다.

(098)-948-1319

渡 嘉 敷
도카시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왕진, 예방접종으로 휴진입니다. (098)-987-2028

座 間 味
자마미

접수시간은 오전 9:00～11:30, 오후 2:00～
4:30입니다.
목요일 오후는 방문진료・보건사업참가(예방접종 등)로
정기 진료는 휴진입니다.

(098)-987-2024



－오키나와현 병원사업국－

진료소명 특 기 사 항 전화번호

阿 嘉
아카

화요일 오후에는 예방접종・학교검진・방문진료로
부재중일 경우가 있습니다. 진찰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연락하세요.

(098)-987-2002

粟 国
아구니

일반 외래는오전에만 진료 ※정기 예약 환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 외, 응급 환자는 진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후 : 특수 외래・방문 진료 등
오후의 진료는 특수 외래(외과 처치, 검사 등)및 지역
진료(노인 요양시설 진료, 방문진료 등)입니다.

※단, 오전에 중증환자나 헬기 수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외래 진료를 오후로 미루어 합니다.

(098)-988-2003

渡 名 喜
도나키

화요일 오후는 방문진료로 정기진료는 휴진입니다. (098)-989-2003

北 大 東
기타다이토

목요일 오후는 방문진료・순회진료로 정기진료는
휴진입니다.

(09802)-3-4005

南 大 東
미나미다이
토

오후 접수는 2:00～4:30
오후 1:00～3:00는 보건사업으로 일반 외래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09802)-2-2850

多 良 間
다라마

일반 외래는 오전에만 진료합니다 . 오후에는 예약
외래(검사・처치 등), 예방접종 외래, 응급환자 대응 등
입니다.

(0980)-79-2101

西表西部
이리오모테
서부

목요일 오후는 방문진료・순회 진료로 휴진. 그 외의
요일도 집단 예방접종과 검진으로 때때로 오후 휴진일
경우가 있습니다.

(0980)-85-6268

大 原
오하라

목요일 오후에는 방문 진료로 진료소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0980)-85-5516

小 浜
고하마

오전 접수는 ８:30～11:30
오후 접수는 １:30～ 4:30 입니다.

(0980)-85-3247

波 照 間
하테루마

매달 첫째 목요일은 왕진일로 휴진입니다. (0980)-85-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