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８세 부터 ５９세 인 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4차 접종에는
접종권 발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접종 대상인 분은 확인을 해주십시오（１８세 부터 ５９세 인 분）
제３차 백신 접종으로 부터 ５개월이 지난 분으로, 「나라가
지정한 기초질환이 있는 분（※）」또는 「의사로 부터 중증화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는 기초질환이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진단서는 필요없습니다.
예진표에 기입하고, 필요 시 문진할 때 상황을 확인합니다.

접종 대상인 분으로, 제４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뒷면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나라가 지정한 「기초질환」이 있는 분이란
（1）아래와 같은 병 혹은 상태인 분으로, 통원 또는 입원하고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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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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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무호흡 증후군
・정신질환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거나,정신쟁애자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 ）으로 「중도 그리고 지속적」에 해당하는 분, 또는
지적장애 （요육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 분

（2）표준（ＢＭＩ 30이상）이상으로 비만(뚱뚱하다)인 분
BMI＝체중（kg）÷신장（m）÷신장（m）

②접종권 발행 신청을 해주십시오.

제4차 백신 접종권 발행 방법
표면을 읽고 접종권 발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다음 방법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①인터넷으로의 신청

【접종권 발행 사이트】

오른 쪽의 접종권 발행 사이트로
신청해 주십시오.
https://logoform.jp/f/yu5TU

②팩스 혹은 우편으로의 신청
동봉한「접종권 발행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팩스(ＦＡ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팩스번호(FAX)： 042－397－6200
우송처： 〒189-8501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혼초 1-2-3
코로나 백신 제4차 접종권 발행 담당 앞

③접종권이 우송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접종이 가능한 날의 약 2주 전에 접종권을 송부합니다.
접종이 가능한 날까지 접종권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 부터 발행 까지 약 일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분에게 （For Foreign Residents）
外国語(がいこくご)・やさしい日本語(にほんご)のおしらせは、QRコードをみてください。
외국어,알기 쉬운 일본어의 안내는 오른 쪽의 ＱＲ코드로 열람해 주십시오.
Scan the right QR code to learn multilingual info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关于新冠肺炎疫苗接种的简易日语和外国语通知，请扫描右侧二维码获取信息。

문의처
히가시무라야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 본부(콜 센터)
【주소】〒189-8501 도쿄도히가시무라야마시 혼초 1-2-3
【전화】0120-103-567
【접수시간】오전8시30분～오후5시（토・일・축일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