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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용

무료

(전액국비)

접종권은 당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잊지마시고 접종회장에 지참하십시오.

이 안내는 이미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시고
3차 접종 기간을 맞이하신 분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형 접종권이 「예진표 ・ 접종권」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３차
접종용

동봉된 예방접종 증명서・예진표・접종권에 대하여

☑ 백신접종 당일 준비물

예진표・접종권예방접종 증명서

□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진표(추가접종용)・예방접종 증명서
　 （이 안내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참하십시오.）
□ 건강보험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 약수첩（있으신 분）

예진표는 사전에 작성해 주십시오   .접종증명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접종 후 , 접종자가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접종권이 되는 
부분입니다. 
 번호란의  10자
리 숫자가 접종
번호입니다. 

접종증명서에는 １차, 2차 백
신접종 정보가 기재되어 있
습니다.

접종안내

「新型コロナワクチン接種の
予診票」に印字されている接
種日に間違いがないこと，２
回目の接種から８か月以上
経過していることをご確認くだ
さい。

※他市区町村で１回目のワク
チン接種をされた方は，１回
目の接種日が「＊」と印字さ
れています。

「코로나19 접종 예진표」
에  접종일이 정확히 기재되
었는지,  2차 접종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해 주
십시오. 

※ 다른 시,구,정,촌에서 1차 
백신접종을 하신 분은 1차 
접종일에 「＊」가 기재되
어 있습니다.



백신접종 예약하기

각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로 예약

주치의가 있으신 분은 통원하시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의료기관 예약접수상황
사이트를 통해 접종이
가능한 회장찾기

◆백신접종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예약접수상황

예방접종으로 건강피해（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정부의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수속 등에 대해서는 아사히카와시 보건소 신종코로나감염증 대책 담당에 상담하십시오.

백신을 접종할 때，감염예방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잘 이해하신 후，본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접종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자의 동의없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습니다.
직장동료나 주위 분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거나，비접종자를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접종에 의한 피해 구제제도

◆기타 수속에 대하여
○아사히카와시 이외에서의  접종을 희망（주소지 외의 접종）
아사히카와시에 주민표가 있는 분으로 다른 시, 구, 정, 촌에 거주하시는 분은，거주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하
는 시, 구, 정, 촌에 문의하십시오.

아사히카와보건소 코로나감염증 대책담당　　 전화0166-25-3501（콜센터） FAX（0166）21-3176

FAX번호：0166-21-3176

○아사히카와시를 전출한 경우
전출한 경우，아사히카와시가 발급한 접종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입한 시,구,정,촌에서 재발급 절차를 밟으십시오.  재발급 받으실 때, 아
사히카와시에서 발급한 접종권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마시고 지참하십시오.

전화문의가 어려우신 분은 FAX로 연락주십시오.

의료기관에서의 
백신접종을 희망

코로나백신 예약시스템

인터넷 시스템으로 예약

예약 서포트센터 ※로 예약

집단접종회장에서의 
백신접종을 희망

0570-050-160（콜센터）

3차 접종에 사용할 백신에 대하여
화이자백신 또는 다케다/모더나백신

1차와 2차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백신을 골라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
아사히카와시  코로나백신  콜센터
예약・상담０１６６-２５-３５０１
예약전용　０５７０-０５０-１６０

〈평일・공휴일　8:45～17:15〉

（참고예：1차 2차 화이자백신　→　3차 다케다/모더나백신도 접종가능）

※2차 접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접종하십시오.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의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의료종사자는 근무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백신：다케다／모더나백신）

※별지「코로나백신(3차) 접종회장일람」참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상세사항은，정부의 「추자접종에 사용할 백신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