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가사키 시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
신종 코로나백신 접종의 알림

접종비용
무료

4월 이후 아마가사키 시내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상으로 되시는 분들의 이름이 봉투안에 동봉된 쿠폰권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백신접종을 맞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2021년도중에 65세 되시는 분 (1957년4월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을 대상으로 한 안내입니다
※백신 접종은 억지로 맞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한시는 경우에 맞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보호자 분들이나 주치의 선생님의 협력으로 의사확인도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은 의료기관으로 개별접종과 공공시설에서 집단접종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까지의 순서

１ 백신접종 예약을 하십시오
백신접종을 맞고 싶은 의료기관 또는 집단접종장소를 선택하시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접종장소의 리스트는 뒷면을 보십시오.
시내의 의료기관
집단접종장소
市内の医療機関

의료기관에 직접예약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아래의 전문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전화 06-4950-5085 예약

WEB 예약도 가능합니다

（또는 FAX 06-4950-5087 로 예약해 주십시오）

※백신접종장소는 원칙으로 주민표소재지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아마가사키 시 이외에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뒷면을 보십시오.

２

당일 백신접종을 맞아 주십시오.

소지품을 확인하시고 예약하신 의료기관 또는 집단접종장소에서 백신접종을 맞아
주십시오.
【당일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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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쿠폰권 ( 이 알림에 동봉되는 )
②본인 확인 서류
（이름 주소 생년월일를 확인할수 있는 것）
예: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변호카드
재류카드등

※당일문진으로이상한점이있을경우나,몸상태가안좋은경우는접종할수없습니다
※동봉된쿠폰권은떼지말고이대로가저와주십시오
※교부된접종완료증은 2번쩨접종을맞을때도필요하니까잊지마시고보관해주십시오.
※어깨부분에주사를맞으니까당일은어깨를나오기쉬운옷을입고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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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접종장소 (예정)
장소

주소
나나마츠쵸 1초메 3번 1-502
(페스타 타치바나 미나미관 5층)

1

보건소

2

북부 보건복지센터

미나미츠카구치쵸 2쵸메 1-1
(츠카구치상상타운 1번관 5층)

3

낭부 보건복지센터

타케야쵸 2쵸메183번지
(데야시키리베르 5층)

4

추오 키타 생애학습플라자

5

추오 미나미
생애학습플라자

니시미소노쵸 93-2

6

오다 미나미
생애학습플라자

나가스나카도리 1쵸메 6-10

7

오소 키타생애학습플라자

8

타치바나미나미
생애학습플라자

오니시쵸1쵸메 14-5

9

무코히가시생애학습플라
자

무코노소 8쵸메1-1

10

무코니시 생애학습플라자

무코노사토 1쵸메 13-29

11

소노다 히가시
생애학습플라자

메모
※예약하신 시일이나
장소 등 기입해
주십시오.

히가시나니와쵸2쵸메14-1

오시마3쵸메9-25

케마 5쵸메 8-46

※장소 시일에 관한 최신정보는 아마가사키 시 홈페이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당일 주차 공간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공공교통기관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 있으시는 분들에 관해서
기저질환 있은시는 분은 단골 의료기관 등 반드시 상의 하시고 백신접종을 맞아 주십시오.

◎배신 접종은 간격을 띄우시고 2번 맞아 주십시오.
백신 효과 를 충분히 얻기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백신을 일정의 간격(3〜4주일 정도)을
띄우시고 2번 접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 접종을 맞으신 분은. 2번쩨 접종도 반드시 맞아
주십시오.

◎아마가사키 시 (주민도 소재지)이외의 접종에 관해서
장기입원,입소 등 시외에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접종을 맞기를 원하시는 분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상의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시는 주소가 주민표주소와 다른 경우 ➡실체로 생활 하시는 지역에서 접종을
맞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지역의 상담창구에서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아마가사키시 신종 코로나 백신 안내 센터
전문전화 :06-4950-5085 FAX:06-4950-5087

접수. 9시 부터 17시30분(8월말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대응)
백신접종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마가사키 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URL： https://www.city.amagasaki.hyogo.jp/kurashi/kenko/kansensyo/1024145/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