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안내

◎접종 기간
2021 년 2 월 17 일부터 2022 년 2 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접종이 끝난
후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등의 순서대로 접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접종 순서
접종대상은 16

세 이상부터입니다. 백신이 서서히 공급되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고령자（2021 년도 중에 65 세 가 되신 분，1957 년 4 월 1 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고령자는 아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과 고령자시설 종사자
・상기 이외
※임신을 계획중, 임신중, 수유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분도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의 해당 범위>
1. 다음 질환이나 상태에 있는 분으로 통원 또는 입원 환자
① 만성호흡기 질환
② 만성심장병(고혈압 포함)
③ 만성신장병
④ 만성간질환(간경변 등)
⑤ 인슐린이나 복용약으로 치료중인 당뇨병 또는 다른 질환을 병발한 당뇨병
⑥ 혈액병(단, 철결핍성 빈혈을 제외)
⑦ 면역기능 저하 질환(치료와 완화를 위한 케어를 받고있는 악성종양을 포함)
⑧ 스테로이드 등,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치료를 받고 있음
⑨ 면역 이상을 동반하는 신경질환이나 신경근질환
⑩ 신경질환이나 신경근질환이 원인으로 신체기능이 쇠약해져있는 상태(호흡장애 등)
⑪ 염색체 이상
⑫ 중증심신장애（중도의 지체부자유와 중도의 지적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상태）
⑬ 수면시 무호흡증후군
⑭ 중증정신질환（정신질환

치료를

자립지원의료시설(정신통원의료)에서

위해

입원중,
「중증

지적장애（요육(療育)수첩을 소지한 경우）
2

기준（BMI30）이상의 고도 비만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의
및

지속적」에

소지자

해당하는

또는

경우）와

◎접종 장소
원칙적으로 주민표 소재지의 시정촌（주소지）의 의료기관이나 접종회장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회장 등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접종 비용
전액 일본정부가 지원하므로 무료입니다.
◎접종 횟수
현재 일본국내에서 확보예정하고 있는 백신은 2 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화이자사의 백신은 통상 1 차 접종 후 3 주 후에 2 차 접종을 합니다.
◎접종 시의 동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접종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참여를

권면하고

있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제공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후의 부작용
주요 부작용으로서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 두통, 관절통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 발열 등이
있습니다. 또 가끔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쇼크와 과민증(anaphylaxis) 등이 있습니다.
접종 후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접종의 또는 주치의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부작용 등의 건강상담은 아래의 미야기현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상담센터＞
전화번호：022-398-9211（24 시간 대응・다언어 대응）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후생노동성 전화상담창구
전화상담：０１２０－５６５６５３（무료）
상담시간：하기 참조（토,일요일・공휴일도 운영）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９시００분～２１시００분
태국어 ： ９시００분～１８시００분
베트남어 ： １０시００분～１９시００분

（미야기현 공표정보／편집・번역：M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