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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체계

나주시 소재 자율입원 가능한 병원 현황

※ 병원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의료기관 소재지 응급실(24시간) 대표 전화번호

나주종합병원 영산로 5419 O 061-330-6114

일일상황보고 예방접종현황새창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예방행동수칙 관련Q&A새창 입국자 검사절차

심리지원안내 재택치료 안내(선택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  >  > 분야별정보 복지/보건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재택치료 안내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field_info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hom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today
https://www.naju.go.kr/ybscript.io/COVID/templet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clinic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prevention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4&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entr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psychology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home
http://www.naju.go.kr/www/field_info/life/COVID-19/living_expenses


(2023. 3. 14. 기

준)

나주종합병원 영산로 5419 O 061-330-6114

빛가람종합병원 정보화길 49 O 061-820-0820

NH미래아동병원 중야2길 29 4층 x 061-338-7700

나주효사랑요양병원 금천면 영산로 5891 x 061-330-1700

의료기관 소재지 응급실(24시간) 대표 전화번호

나주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정 현황

의료기관 소재지 운영유형 대표 전화번호

나주효사랑요양병원 금천면 영산로 5891
의료상담전화

(24시간, 소아진료 불가)
061-330-1702

나주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현황

(http://www.naju.go.kr)



(2023. 3. 14. 기

준)

나주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현황(16개소)

(먹는 치료제 약품명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약국명 위치 연락처

근무시간

평일 주말,공휴일

솔약국 남평읍 332-0116 08:00~20:00

토요일 08:00~19:00

둘째일요일09:00~14:00

나머지 일요일·공휴일 휴무

남평약국 남평읍 334-2261 09:00~18:00
토요일 09:00~12:00,

일요일·공휴일 휴무

건강약국 남평읍 333-5210 08:00~17:50
토요일 08:00~12:30,

일요일·공휴일 휴무

성모약국 남평읍 333-8773 08:00~20:00
토요일 08:00~19:00,

일요일·공휴일 휴무

대명약국 공산면 336-7300 08:00~17:00
토요일 08:00~12:30,

일요일·공휴일 휴무

백두산약국 공산면 335-3486 7:30~17:00
토요일 07:30~12:30,

일요일·공휴일 휴무

나주온누리약국 성북동 334-2398 09:00-19:00
토요일 09:00-15:30

(24시간 유선대기)

나주종로약국 성북동 333-8275 08:30 ~ 20:00 토·일요일 08:30-18:00

목사골한국약국 성북동 337-9449
매일 09:00-22:00,

22:00-24:00(공공심야약국)

보건당약국 이창동 333-3350 08:30~20:30 토·일·공휴일 08:30~20:00

새물약국 이창동 334-4355 08:00~18:30
토요일 08:00~13:00

일요일·공휴일 휴무

빛가람포도약국 빛가람동 820-8484 09:00-22:00 토·일요일 09:00-22:00

하나약국 빛가람동 820-7702 09:00-18:30
토요일 09:00-13:30 ,

일요일·공휴일 휴무

휴베이스한빛약국 빛가람동 332-9930 09:00-21:00

토요일 09:00-15:00,

일요일 18:00-21:00,

공휴일(정상근무)

365우리약국 빛가람동 333-8228
08:00 - 24:00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동강제일약국 동강면 336-2025 08:30~16:00
토요일 08:30~12:00,

일요일·공휴일 휴무

(http://www.naju.go.kr)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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