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１８～５９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접종권 송부시기

문의처

（토일 공휴일포함 8시45분～17시15분까지）

아사히카와시 코로나백신 콜센터
전 화 번 호 0166-25-3501

For 
Foreigners

4차 접종권
발행신청서

■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기저질환의 범위，동봉된  4차접종권발행신청서를 확인하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중증 위험성이 높다고 의사가 인정한 분 

※18 ～59 세 이하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등이란「기저질환이 있으신분」및「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인 경우  중증  위험이 있음을  의사가 인정
한 분 」해당되는 분입니다.

아사히카와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5월 하순부터 시작합니다.
　4차 접종 대상자는「60세 이상 연령층 중 ３차접종 후 5 개월 이상 경과한 분 및18 세 이상  59 세 이하로 기저질
환이 있으신 분 등※」입니다.
　60세, 3차접종 후 5 개월이 지날 무렵에 4 차 접종권이 송부됩니다. 18 세 이상 59 세 이하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하기와 같이 사전에 4차접종권의 발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상기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신청이 불필요하므로，이 안내문은 파기하여 주십시오.

■ ３차 접종을 마치신 후 ５개월이 경과할 즈음에 접종권이 발송됩니다.
■ 신청하신 시기에 따라서，신청부터  발송까지 ３주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오른쪽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송신청 또는ＦＡＸ로 신청

４차 접종권발행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동봉한 반신봉투로 우송하거나,ＦＡＸ로  보내주십시오.
ＦＡＸ번호 0166-21-3176

【뒷면의１，２차 및 ３차 접종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한 플로차트

YES

NO

YES

 3차 접종 후，5 개월이 경과될 즈음에  4차 접
종권이  우송되므로  기다려 주십시오.

■ 안내문, 신청서는 2022년 5월 14일 현재,  18 세 이상59 세 이하 여러분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시,  감염증 예방 효과와  부반응 위험을 숙지하시고 ,  본인의 판단으로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자의  동의없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습니다.
■ 직장이나 학교,   주위 분들께 접종을 강요하거나 ,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코로나19 백신은 １, 2 차 접종 후,  5 개월이 경과해야  3차 접종을 할 수 있으며，3차접종을 마치신 후,  5개
월이 지나야  4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하여 ，의문이나 불안한 점이 있으신 경우，아사히카와시 코로나19 백신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1,2차를 모두 접종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셨습니까?

 3차 접종 후 5 개월이 경과했을 때의 연령
이 만60 세가 되셨습니까?

■코로나19 백신 콜센터에  전화하여 접종예약
을 하십시오.
■ 접종권이 없는 경우，코로나19 백신 콜센터에 
전화하여, 재발행을 문의하여 주십시오.

■ 기저질환이 있다.
■ 의사한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중증화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었다.

별지의「4차 접종권 발행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3차 접종 후, 5 개월이 경과할 즈음에 4차 
접종권이 우송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대상
이 아닙니다.

시작

NO

NO

아사히카와시 코로나19 백신 콜센터
전화번호　0166-25-3501 （토일 공휴일포함　8시45분 ～17시15분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미접종자,  또는１차 접종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백신접종을 검토하고 계신 분은,  하기
의  플로차트를 참고하십시오.

YES YES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