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에 대해
히가시히로시마시에 거주하는 만 12~64 세 대상으로 접종권(쿠폰권)을 보내드립니다.
접종권(쿠폰권)은 예약과 접종 시 필요하므로

예방접종은 본인(보호자)의 동의가

2 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 주세요.

필요하며 강제성은 없습니다.

신종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10 월말▼

▼본 안내문 배부일
고령자（65 세이상）
간호・장애 돌봄 서비스
관련 종사자

기저질환자
60~64 세 대상자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8 월 초 예약 및 접종 시작예정

만 12~59 세 대상자
원활한 예약을 위해 연령별・
단계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만 12~64 세 대상자의 예약 및 접종시작일은 시청에서 우편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백신은 충분하므로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 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1 년 10 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하는 대규모 접종회장이나 직장, 학교에서의 접종 일정은 위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종 문의처

히가시히로시마시 최신정보

●백신접종 예약・장소・접종권(쿠폰권)에 대한 문의
히가시히로시마시 신종코로나 백신접종 콜센터
전화：0120-022-894

웹사이트：
https://www.city.higashihiroshima.lg.jp/
kinkyu/kansensho_taisaku/12/26700.html

접수시간：매일 8：30~20：00（토일・공휴일도

대응）

대응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은

●연령별 예약 및 접종시작일을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FAX：050-3819-8287

Line 계정

@hh_kanko

●일반 문의 및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전문상담 등
히로시마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콜센터
전화：082-513-2847

다국어 대응사이트

접수시간：24 시간

대응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일반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예약에 대한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현재, 「기저질환자」의 예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

백신접종이 불안한 분은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해 주세요.

「기저질환자」란
●아래의 질환이나 증상으로 통원/입원하고 있는 경우
가) 만성 호흡기질환

아) 스테로이드 등,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나) 만성 심장병 (고혈압 포함)

자) 면역이상을 동반하는 신경질환이나 신경근증

다) 만성 신장질환

차) 신경질환이나 신경근증으로 신체기능이 약해진 상태(호흡장애 등)

라) 만성 간장병 (간경변 등)

카) 염색체 이상

마) 인슐린이나 약으로 치료중인 당뇨병

타) 중증심신장애(중증 지체장애와 중증 지적장애가 중복된 상태)
파) 수면무호흡증

또는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는 당뇨병

하) 중증정신질환(정신질환 치료로 입원,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바) 혈액 질환 (단, 철결핍성빈혈 제외)

을 소지 또는 자립지원의료(정신과통원치료)로 「중증 및 지속」에

사)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질환 (치료나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지적장애(요육수첩(療療療療)을 소지한 경우)

처방을 받고 있는 악성종양을 포함)
● 기준(BMI 30 이상)을 넘는 비만의 경우
ＢＭＩ＝체중(㎏）÷ 신장(m）÷ 신장(m）

※ ＢＭＩ30 의 경우：신장 170cm 에 체중 87kg、신장 160 에 체중 77kg

「기저질환자」예약방법

개별접종

(주치의에 따른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료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고령자에게 우선 접종하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날짜로 예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예약 외 문의는 히가시히로시마시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단접종

(시청이 설치한,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특설회장에서의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예약 전에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종권(쿠폰권)을 지참해 주세요.

１ 장소 선택 （장소에 대한 문의는 삼가 주세요）
7 월 30 일（금）까지……히가시히로시마 소방서(국）西西西西西 1173－1
（접종시기에 따라 2 차 접종은 히가시히로시마 운동공원에서 실시합니다.）

8 월 2 일（월）부터……히가시히로시마 운동공원 체육관
２

사전신청
웹사이트

▼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는 2 단계이며,번거롭지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https://s-kantan.jp/city-higashihiroshima-hiroshima-u/offer/
offerList_detail.action?tempSeq=7349

전화 0120-022-894

매일 8：30~20：00（토일・공휴일도 대응）

신청 다음날 오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３

예약
웹사이트

▼

https://vaccines.sciseed.jp/higashihiroshimacovid19

전화 0120-022-894

！ 전화
○

西条町田口 67－1

매일 8：30~20：00（토일・공휴일도 대응）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