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현 백신 추가접종 센터 예약
접수에 대해서
미야자키현 백신 추가 접종 센터에서 추가 접종(3 차 접종)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예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다케다/모더나 백신입니다.

‘10 대, 20 대 남성분들’ 또는 ‘1 차・2 차 접종 후 다른 시정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신 분들,

추가 접종(3 차 접종)용의 접종권 발급 후, 다른 시정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신 분들’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예약 부탁드립니다.
※접종 예약은 일본어로만 접수하고 있으므로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개요
(1)일정
【4 월】

2 일（토）, 9 일(토), 16 일(토), 23 일(토), 29 일(금), 30 일(토)

(2)장소
현청 직원 건강 플라자(미야자키시 아사히 1 초메 2-1)

(3)운영시간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접수는 오후 4 시까지)
(4)접종 백신 종류
다케다/모더나(스파이크 백스)
추가접종(3 차 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은 1 차・2 차 접종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화이자 또는 다케다/모더나사의 백신으로 접종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대상자
미야자키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가접종(3 차접종)용의 접종권을 소지하고 있는 만 18 세
이상의 분

(주의사항)
① 2 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접종 간격에 대해서
원칙으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2 차 접종 완료일부터 일정 기간의 접종
간격이 필요합니다.
・의료종사자: 2 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2 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
・고령자: 2 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
・기타 이외의 분들: 2 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8 개월 이상 경과
②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임산부분들께
접종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사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접종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10 대・20 대 남성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백신 접종을 실시한 10 대・20 대 남성들 중에서 화이자사의 백신보다
다케다/모더나 백신이 심근염・심낭염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차 접종 백신이 다케다/모더나일 경우, 절반 용량으로 접종 실시할
예정이며 10 대・20 대 남성분들은 다케다/모더나사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접종 실시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厚生労働省資料】新型コロナワクチン接種後の心筋炎・心膜炎について）
https://www.pref.miyazaki.lg.jp/fukushihoken/covid-19/kenmin/images/documents/documents/65909_20220112154824-1.pdf

3 예약방법
온라인 예약 ※ 일본어로만 가능
온라인 예약은 미야자키현 백신 접종 예약사이트(외부사이트링크)부터
https://stores-reserve.com/miyazakiken-vaccine/568602

예약 시, 반드시 접종권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ef.miyazaki.lg.jp/fukushihoken/covid-19/kenmin/images/documents/documents/65909_20220114214356-1.pdf

주의사항
1. 접종권이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은 분은 예약하실 수 없습니다.
2. 백신 접종은 예약제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예약 부탁드립니다.
3. 접종권 발급 후에 다른 시정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현재 주소지의 시정촌으로 접종권을 재발행하여, 재발행된
접종권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1 개월 경과하지 않은 분들은 접종 일시가
연기됩니다.
5.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에 인플루엔자 등의 다른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13 일 이상 접종 간격이 필요하므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염려되시는 분은 접종 실시 전에 전문의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화예약・예약방법 등에 관한 문의
전화번호：0985-51-0567 ※일본어만 대응 가능
접수시간：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전화 예약은 콜센터 혼잡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온라인
예약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접종 접종권(접종권 일체형 예진표)을 준비하신 후에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예약 접수는 접종 희망일시 2 일전(48 시간 전)까지 접수합니다.
전화를 거실 때는 전화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4 예약 후 취소에 대해서
온라인 예약 시의 취소 방법
접종 예정일의 이틀 전까지의 취소는 발송된 예약 확정 메일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접종 당일, 페이지 아래의 당일 취소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예약 시의 취소 방법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의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는 콜센터
(전화번호:0985-51-0567 ※일본어로만 대응)로 취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일 취소에 대해서는 페이지 아래의 당일 취소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접종 당일에 대해서
접수
예약하신 접종 예정 시간 20 분 전부터 접수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접종 예정
시간 20 분전까지 회장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예정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로 간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접종 당일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방문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37.5 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분
・기침과 콧물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는 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밀접 접촉자(건강 관찰 기간 중의 분들도
포함)

주차장
기업국 남쪽 주차장 (미야자키시 아사히 1 초메 2-1)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동승 또는 송영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駐車場案内
https://www.pref.miyazaki.lg.jp/fukushihoken/covid-19/kenmin/images/documents/documents/65909_20220131202749-1.pdf

준비물・복장
접종 당일에는 아래의 것들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권일체형 예진표(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한 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필증
본인 확인 서류(건강보건증, 재류카드 등)
(주의) 접종권이 없으면 접종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종권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주의)1 차・2 차 접종완료 후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각 시정촌에서
발송되는 ‘접종권 일체형 예진표’와 ‘예방 접종 필증’에 2 회차 접종 완료일의
정보가 [*]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접종
증명서 어플’ 또는 ‘예방 접종 필증’, ‘접종 기록서’ 등 2 차 접종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물을 반드시 지참해주시 바랍니다.

(주의) 접종권과 예진표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각 시정촌에서 발송한
봉투와 내용물은 세트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약수첩을 가지고 계신분은 약수첩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백신 접종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접종 주사를 맞기
쉬운(팔, 어깨를 드러내기 쉬운) 복장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예진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예진표를 보면서 일본어
예진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예진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mif.or.jp/news/3075/

접종 당일 취소에 대해서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취소 접수 연락처：080-1794-3891】 ※일본어로만 대응

6 예방접종 후 건강 피해 구제 제도
예방접종은 COVID-19 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극히 드물게 건강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 피해 구제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厚生労働省ページ】予防接種健康被害救済制度について（外部サイトへリンク）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kenkouhigaikyuusa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