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４차 접종에 관한

접종비용

①제4차 백신 접종 대상자
제제3차 접종으로 부터 5개월이 지난 ①60세 이상인 분 혹은 ②18세～５９세로, 나라가

지정한 기초질환이 있는 분, 또는 의사로 부터 중증화 리스크가 높다고 인정받은 분
◆나라가 지정한 기초질환의 종류 （18세～59세인 분）（레이와４년５월２０일 지점）
・ 만성 호흡기의 질병 ・ 만성 심장병(고혈압을 포함함) ・ 만성 신장병 ,만성 간 질환(간경화 등)
・인슐린이나 내복약으로 치료 중인 당뇨병, 또는 기타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당뇨병 ・혈액
질환(그러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제외함)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질환 (치료 중인 악성 종양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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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스테로이드 등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다 ・면역 이상에 의한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 ・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호흡장애 등） ・
염색체 이상 중증, 신심장애 （불편한 지체와 지적 장애가 합쳐진 심한 증상인 상태 ） ・수면무호
흡 증후군 ・정신질환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거나,정신쟁애자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 ）에서 「중도 그리고 지속적」에 해당하거나, 지적
※ 사용하는 백신은,제1차에서 제３차까지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는 상관없이 화이자사

②접종 회장을 선택
・아래의 접종 회장 예약을 접수합니다.
접종 회장

개설 시간

접종 일
【6월】４일（토）、１１일（토）、１８일（토）
２５일（토）、２６일（일）

히가시 무라야마시 보건센터
（시청사 옆 건물 이키이키플라자 내）

【７월】매주 토・일・월・화
【8월 이후】결정하는 대로 시 홈 페이

【오전】９：００～１２：００
【오후】１：４０～４：４０

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구메가와병원（혼초４－７－１４）
도쿄백십자병원（스와초２－２６－１）
료쿠후소병원 (하기야마초３－３１－１）

・병원에서의 접종 가능한 날짜에 대해서는 조정

중 입니다.최신정보는 시의 홈 페이지,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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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마노테병원(스와초３－６－１）

다마아오바병원（아오바초２－２７－１）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세이부중앙병원（후지미초１－１－４３）
다마키타성형병원 (혼초１－１９－２１）

・보건센터에로는,일부 지역으로 부터 무료 송영버스가 운행합니다.
※운행 기간과 루트는 동봉한 전단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건센터에 수화 통역 （７월 이후,매주 일요일）과 다언어 지원인（매주 토・일요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접종 회장（시내의 클리닉 등）은 ７월 경부터 수시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③예약 방법
※예약 시에는 이름・생년월일・접종권 번호가 필요합니다.

☎ 전화로 예약하려면 ☎
【 전 화 】0120-103-567（예약

센터）※전화번호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ワクチ

【 접수시간 】오전８시３０분 부터 오후5시 까지 （평일.7월 경부터 토・일・축일도 접수함）

💻 인터넷으로 예약하려면 💻
【메일 주소】https://v-yoyaku.jp/132136-higashimurayama
※컴퓨터 ・스마트 폰으로의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 시에는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④접종 당일의 주의 사항
・접종 당일에는 신분증과 접종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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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회장에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

・접종 당일의 취소는 접종 의료 기관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신분증의 예
보험증,운전면허증,장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제4차 접종으로 높은 중증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접종 여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은,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증 예방 효과와 부반응에 의한 리스크 등에 대해 충분
히 이해하신 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본인의 동의없이 접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주위의 사람한테 접종을 강요하거나,접종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시지

외국어 안내
外国語の おしらせは、 QRコードを 見てくださ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에 관한 다종언어
안내는 오른 쪽의 ＱＲ코드로 열람해주십시오.
み
Scan the right QR code to learn multilingual info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关于新冠肺炎疫苗接种的外国语相关通知，请扫描右侧二维码获取信息。

행정기관이라 하는 「위장」에 주의!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 행정기관 등이 백신 접종에 관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화 혹은 메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 수상한 전화는 바로 끊고,수상한 메일은
무시합시다.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 혹은 서비스생활센터에 상담합시다.

문의처
히가시무라야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본부（콜 센터）
【주 소】〒189-8501 도쿄도히가시무라야마시 혼초1-2-3

【전 화】0120-103-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