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권을 받으신 분＞

백신접종(주사)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무료입니다

예약 방법등 안내
접종권

봉투

백신 접종（주사）안내문

이것은 접종권과 함께 들어있는「안내문」의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주사）의 순서

② 予約方法
１．접종권
도착

접종권은 우편으로 차례대로 도착합니다.
봉투 안에 안내문과 함께 예진표가 들어있습니다.

２．접종장소 선택

①「니시노미야시」가 실시하고 있는 접종 「개별접종」「집단접종」
②「정부・효고현」이 실시하는 대규모접종 →자세한 것은 여기에
예약 방법을 확인해주세요.（예약할 때는 접종권 번호가 필요합니다）

３．예약하기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주사) 예약 방법
【개별접종】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병원의 WEB 사이트에서 예약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 약 200 여곳）

【집단접종】
★ 전화예약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병원 일람

→여기에서

「전화」나「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니시노미야시 신종 코로나 접종 예약 콜센터
＜접수시간＞９：００〜１７：３０ （토・일・축일도 접수함）
（무료전화）０１２０−６２２−９９９
(유료전화） ０５７０−０９７−７２４

★ WEB 예약 니시노미야시 예약시스템 →여기로

WEB 에서 예약하는 법 →여기로

백신접종 대상자의 예약이 시작되는 시점은 시정뉴스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각 시설이나 지소, 시청본청사 창구에서는 예약이 안됩니다.
※다케다／모데루나사의 백신은 18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레이와 4 년（2022 년）4 월 1 일까지 12 살이 되는 사람은 생일 전날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시 주의사항
예 진 표

접 종 권

본 인 확 인 서 류
운 전 면 허 증

당일

재 류 카 드 등

준비물

①

접종권（2 회분이 1 세트 / 스티커를 떼지말고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②

예진표（접종권과 함께 우송됩니다. 반드시 필요사항을 기입 후 지참 바랍니다）
백신 설명서 → 화이자사 백신

③

다케다/모데루나사 백신

본인 증명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재류카드 등）

◆열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주사를 맞지말고 콜센터나 병원에 연락 바랍니다.
◆백신은 어깨 가까이에 맞으므로 어깨를 드러내기 편한 복장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후 15 분이상 접종 장소에서 대기해야합니다. 과거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면 30 분 이상 대기하며 관찰해야합니다.
◆같은 종류의 백신을 2 차례 접종합니다. 화이자사 백신은 １차 접종 후 ３주 후에,
다케다／모데루나사 백신은 1 차 접종 후 4 주후에 2 차 접종을 합니다.
◎주민표가 없는 장소（시정촌）에서의 접종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시정촌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입소 중인 병원이나 고령자 시설등에서 백신 접종 받는 사람
→병원이나 시설에 상담하세요.
★기저질환(※)이 있어 치료 받는 병원에서 백신 접종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상담하세요（※）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음 순서대로

１． 아래의 질병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치료중인 사람 / 입원중인 사람
① 만성호흡기 질병 ② 만성 심장병(고혈압 포함）
③만성 신장병 ④ 만성 간질환（간경변 등）
⑤ 인슐린이나 복용약으로 치료중인 당뇨병 또는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⑥ 혈액 질병（단 철분 결핍성 빈혈은 제외）
⑦ 면역 기능 저하 질병（치료나 강화 케어를 받고 있는 악성 종양 포함）
⑧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치료 중인 사람
⑨ 면역 이상 동반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
⑩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이 원인으로 신체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 (호흡장애 등）
⑪ 염색체 이상
⑫ 중증심신장애（중증 지체장애와 중증 지적장애 등이 중복된 상태）
⑬ 수면 무호흡증
⑭ 중증 정신질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입원중이거나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소유자
또는 자립지원의료 (정신통원의료)로「중증 및 지속」에
해당되는 경우＞ 나 지적장애（요육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２．기준（BMI ３０이상）을 넘는 비만인
※BMI＝체중 (㎏)÷신장 (m)÷신장 m)
＜BMI 30 정도의 예＞신장 170 ㎝의 체중 87 ㎏、신장 160 ㎝의 체중 77 ㎏
◎ 백신접종은 강제가 아닙니다！
백신 접종 여부 판단은 발병 예방효과와 부작용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접종」또는「접종거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세요.

◎ 백신 부작용에 대해
・주사 맞은 부분의 통증, 부음

・두통

・피로, 한기, 발열

・관절이나 근육 통증

※부작용은 1 차 보다 ２차 접종때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고현 신종 코로나 백신 다국어 전문 상담창구（다국어 접수)★
전화번호：０５０－３８２１－０３０６
Ｆ Ａ Ｘ ：０５０－８８８２－６５６８
대상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대응시간：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 시～오후５시３０분

※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후생노동성 신종 코로나 백신 콜센터（다국어 접수)★
전화번호：０１２０−７６１７７０（무료）
접수시간：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 오전 9 시〜오후 9 시（매일）
태국어
베트남어

오전 9 시〜오후６시（매일）
오전１０시〜오후７시 (매일）

※ 백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부작용의 리스크나 부작용 방지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Multilingual
「Information in Foreign Langu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