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가시무라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추가（제３차）접종 알림
백신 접종 까지의 순서

1

접종권이 우송됩니다

신 형 코 로 나 백 신 접 종 의 추 가 접 종 （제３차 접 종 ）을 받 을 수 있 는 분 은 , 제 ２차 접종을 받은 날
부터 ６개월 이상이 경과한 분입니다.주민표가 있는 자치체가 접종권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타시로 이사하신 분은 전입한 곳의 백신 접종 콜 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예약하고 접종한다

2
１

접종비용
（전 액 공 비 )

무료

히가시무라야마시의 접종회장에서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0120-103-567로 전화해주십시오.
【접수시간】오전8시30분～오후5시（토・일・축일은 제외）
※2022년２월 부터 3월 말 까지는 토・일・축일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

https://v-yoyaku.jp/132136-higashimurayama
※ 컴퓨터・스마트 폰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예약 시에는 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２

도쿄도 대규모 접종회장에서의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

⇒도쿄도의 홈 페이지 등을 확인한 후 예약해주십시오.

당일의
지참 물

・이 알림이 들어 있는 봉투의 내용 물 중의 자료 일 식
・본인 확인 서류（마이넘버 카드,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

※백신의 추가접종은 1회 입니다.
※회장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백신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드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접종 당일에는 꼭 신분증과 이번에 보내드린 예방접종완료증 을 （1・2회 접종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

예진표 （복사되어 있는 것）를 지참해주십시오.（예진표는 꼭 기입해주십시오.）
※접종 전에 자택에서 검온을 하고,열이 있는 경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취소 전화를 해주십시오.
※백신 접종 시에는 어깨를 드러내기 쉬운 옷을 입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추가접종을 권장하는 분
・고령자,기초질환이 있는 분 등,「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분 」
・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분의 관계자・도우미（개호종사자 등 ）등「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분과 접촉이 많은 분」
・의료종사자 등「직업상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가 높은 분 」

◎주민표가 있는 곳(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접종할 경우
・입원・입소 중인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 ➡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상담해주십시오.
・기초질환으로 인해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 ➡ 의료기관에 상담해주십시오.
・살고 계시는 곳이 주소와 다르신 분 ➡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시정촌의 홈 페이지로 확인하시거나,상담창구에 문의해주십시오.

◎백신 접종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을 때에는 감염증 예방 효과와 부작용 리스크 쌍방에 대해,정확한 지식을 갖고 본인 의사에 따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법종받는 분의 동의없이 접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주위의 분이 접종을 강요하거나,접종을 받지 않은 분에 대해 차별화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건강피해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건강피해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남는 등）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극히 드무나,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구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수속 등에 관해서는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에 상담해주십시오.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마스크를 착용하는 등,감염 예방 대책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백신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그 효과가 １００％는
아닙니다.또한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른 영향도 있으므로, 여러 분에게 감염 예방 대책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구체적으로는
「３밀（밀집・밍접・밀페）」을 회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소독 용 알코올로 소독을 합시다.

감염 예방대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집장소
밀접장면
「３밀（밀집・밀접・밀페）」회피

밀페공간

신종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안전성 등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후생노동성 홈 페이지의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를 열람해주십시오.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소독용 알코올로의

손 씻기

소독

후생노동 코로나 백신

검색

홈 페이지를 열람할 수없는 경우는,주소가 있는 시정촌 등에 상담해주십시오.

문의처

히가시무라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 본부(콜 센터）
〒189-8501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혼초 1-2-3

전화： 0120-103-567 （프리 다이얼）

히가시무라야마시청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시 까지

시 홐 페이지 주소
https://www.city.higashimurayama.tokyo.jp/kenko/oshirase/corona_vaccine.html

시 홈 페이지
2차원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