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가시히로시마시로부터 신종코로나백신 예약개시 안내
이 안내문은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직장 접종 등으로 이미 접종을 완료하신 분께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 2회 접종 완료하신 분은 3회 이상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2회 모두 같은 백신을 접종해 주세요.

여러분의 접종시기가 왔습니다.
접종은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 접종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공급량에 따라 바로 예약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안내문은 7월 15일 기준의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약 및 접종에 필요한 접종권은 6월 중순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종권을 받지 못하신
분은 히가시히로시마시 콜센터(0120-022-894)에 연락바랍니다.
■접종에는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약 및 접종 개시일 등 최신정보는 여기에▼
히가시히로시마시
홈페이지

히가시히로시마시
LINE계정

https://www.city.higashihiroshima.lg.jp/k
inkyu/kansensho_taisaku/12/26700.html

@hh_kanko

만12〜15세 청소년 보호자 분께

●히가시히로시마시에서는 만12〜15세 대상은 보호자 동반으로 주치의에 의한 접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희망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시나 교육위원회, 학교에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백신 접종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보호자 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ーー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편견을 갖지 맙시다ーー
문의처

다국어 대응 사이트

히가시히로시마시 신종코로나백신 접종 콜센터

0120-022-894

전화：
접수시간：매일 8：30〜20：00（토일・휴일도 대응）
대응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전화로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FAX：050-3819-8287

백신 접종까지의 과정

화이자 백신

백신 공급량에 따라 바로 예약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１ 접종 가능한 장소 찾기
【접종가능 장소 리스트】

WEB 또는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직접 전화 또는 창구 예약만 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접종가능 장소 리스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배분된 백신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개별접종을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시 전역에서 실시하는 집단접종은 향후 상황도 고려하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히가시히로시마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city.higashihir
oshima.lg.jp/kinkyu/kansen
sho_taisaku/12/list.html

２ WEB 또는 전화로 예약하기
예약에는 접종권이 필요합니다.

■WEB예약 및 콜센터에서 예약한 경우 2회차 접종일은 1회차의 21일 후 같은 시간에 자동 예약됩니다.

●히가시히로시마시 신종코로나백신 접종 예약사이트(WEB예약)
https://vaccines.sciseed.jp/higashihiroshimacovid19
●히가시히로시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콜센터
전화：0120-022-894

접수시간：매일 8：30〜20：00（토일・휴일도 대응）

대응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전화로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FAX：050-3819-8287

원칙적으로는 신종코로나백신과 그 이외 백신※접종에는 2주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백신」이란 계절성 독감 백신, 풍진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일본뇌염 백신 등을 말합니다.

WEB 예약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조작을 도와드립니다）

대

상：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나
WEB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
실시일：평일 (8：30〜17：15)
장 소：히가시히로시마시청본관4층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실
준비물：접종권과 본인 스마트폰

대응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본인 스스로
예약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약 시 주의할 점
현이나 직장 등이 주최한 회장과 중복 예약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예약을 한 경우는 반드시 한 쪽을 취소해 주십시오.

３ 예진표에 기입하기

●생년월일은 서기로 입력해 주세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아는 범위에서 사전에 기입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４ 접종당일에 대해

■준비물을 확인한 후 예약한 의료기관 또는 집단접종회장에서 백신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드러내기 쉬운 복장으로 방문해 주세요.
【당일 준비물】
●접종권
●예진표
●건강보험증（없으신 분은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서류）
●약수첩을 갖고 계신 분은 지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