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내

아다치구

접종비용

무료
（전액 공비）

백신 접종까지의 흐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는데 필요한 접종권과 예진표를 송부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접종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선접종을 받으신 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접종을 원하는 모든 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안심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1 의료기관(개별 접종)／집단 접종장소 찾기
아다치구는 접종 가능 의료기관 및 특설 집단 접종장소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십시오.
아다치구
접종 가능 의료기관

아다치구
집단 접종장소

수시로 아다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아다치구 코로나 백신

검

색
◀아다치구 홉페이지

동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집단 접종장소 일람표'에서 확인
10월 이후 예정은 수시로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등에서 공개해갑니다.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은 접종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는 구시정촌(주소지)에서
받게 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약하기(예약은 순차적으로 접수 중입니다)
이번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다치구 접종 가능 의료기관
원하시는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집단 접종과 중복 예약이 있을 시는 불필요한 예약을 취소하십시오.

아다치구 집단 접종장소
① 인터넷 예약 시(24시간 접수가능)
・휴대전화로 오른쪽의 QR코드를 판독하거나, 혹은 PC에서 아다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다치구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을 엽니다. 접종권에 기재된 예약접수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예약하십시오.
② 전화 예약 시(8시부터 20시까지 접수가능) ※접수 시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봉된 접종권을 곁에 두며 아다치구 코로나 백신 예약•상담다이얼에
전화를 걸어, 접종권에 기재된 예약접수번호 및 생년월일을 말씀하십시오.
※ 미리 접종 희망 일시와 장소(2회 모두)를 정하고 전화를 주시면 예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아다치구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아다치구 코로나 백신 예약·상담다이얼

📞03-4335-4558
※접수시간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3 접종 당일의 흐름(접종 후 경과관찰을 포함하여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접수(접종권 및 본인확인서류를 제시)→문진→백신 접종→경과관찰(15분가량)→종료
・접종권(본 안내문과 동봉)
당일
준비물

・예진표(동봉된 2장 중 1장을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십시오)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마이넘버카드 등 신분증 중 하나)
・실내화(집단 접종장소의 경우)
・신발주머니(집단 접종장소의 경우)

※접종장소에 따라서는 신발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실외화는 직접 들고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어깨 부위를 드러내기 쉬운 옷차림으로 오십시오.
※접종 전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뚜렷한 발열(37.5℃ 이상)이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접종을 받지 마시고 예약한
아다치구 예약•상담다이얼 혹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 같은 종류의 백신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받아야 합니다.
※동봉된 접종권은 2회분의 '접종권'과 '예방접종증명서"가 1장 안에 다 들어 있으므로, 2차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하십시오.
※접종권은 매회 떼지 말고 그대로 접종장소에 가져가십시오.
※마스크 착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확인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 동봉된 '신종 코로나 백신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며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이해합시다.
・ 백신 접종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은 미리 단골의사 등과 상의하십시오.
・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을 받지 마십시오.
・

◎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2021년 3월 19일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참조한 것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１ 아래와 같은 질병이나 상태에 있는 분으로, 통원/입원 중인 분
（8） 스테로이드 등 면역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다
（1）만성 호흡기질환
（9） 면역의 이상에 따른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
（2）만성 심장병(고혈압을 포함)
（3）만성 신장병
（10）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이 원인으로 신체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호흡 장애 등)
（11）염색체 이상
（4）만성 간장병(간경변 등)
（5）인슐린이나 내복약으로 치료 중인 당뇨병 （12）중증 심신장애(중증 지체장애와 중증 지적장애가 중복된 상태)
（13）수면 무호흡증
또는 다른 질환을 병발하는 당뇨병
（14）중증 정신질환(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거나, 정신장애자
（6）혈액 질환(단, 철결핍성빈혈을 제외)
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하거나, 또는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 의료)에서
（7）면역의 기능이 저하하는 질환(치료 및 완화
'중증 및 지속'에 해당하는 경우)나 지적장애(요육수첩을 소지한 경우)
케어를 받고있는 악성종양을 포함)

２ 기준(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인 분
※ BMI ＝ 체중(kg) ÷ 신장(m) ÷ 신장(m)
※ BMI 30의 기준：신장 170cm로 체중 87kg, 신장 160cm로 체중 77kg

◎ 주민표가 있는 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의 접종에 대하여
・
・
・

입원•입소 중의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분 ➡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상담해 주십시오.
기저질환을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분 ➡ 의료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주거지와 주소지가 다른 분 ➡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구시정촌의 상담창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질병으로 치료 중 및 컨디션 등 접종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은 주치의 등과 상담한 후 백신 접종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 신종 코로나 백신에 관한 상담처
백신 접종 전반에 관한
문의처

➡

후생노동성 신종코로나백신 콜센터
전화번호：0120-761-770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은
일반재단법인 전일본로우아연맹(一般財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관한
문의처

➡

도쿄도 신종코로나백신 상담센터
전화번호：03-6258-5802
또는 백신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백신 접종 예약에 관한
문의처

➡

아다치구 코로나백신 예약・상담다이얼
전화번호：03-4335-4558

신종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총리 관저 백신 특설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저 코로나 백신
색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십시오.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