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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700-8546 오카야마시 기타구 시카타초 1-1-1  오카야마시 보건복지국 보건관리과 백신접종반

配達地域指定

오카야마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접종비

무료
（예약필요）

※기재된 연령은 2022년 4월 1일 시점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송이 끝난 경우나 가족간에도 배송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시점의 정보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는 발송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으로 

2차 접종부터 대략 

6개월이 경과한 

분부터 

순서대로

사전 문진표(추가 접종용)를 

받으신 분부터 예약이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전 문진표

(추가 접종용) 등의 서류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出典：平成30年度鳥取県における少子化対策  等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より作成

■사전 문진표(추가 접종용)발송 일정

2차 접종일 서류 발송 시기

1페이지

신종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공지입니다.

2021년    3 월 ∼ ６월

2021년    7 월에 접종한 고령자 등

2021년   7 월에 접종한 64세 이하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８월 １ 일

８월 16 일

９월 １ 일

９월 16 일

10월 １ 일

10월 16 일

11월 １ 일

11월 16 일

12월 １ 일

∼ 15 일

∼ 31 일

∼ 15 일

∼ 30 일

∼ 15 일

∼ 31 일

∼ 15 일

∼ 30 일

∼ 15 일

        발송 완료

2022년    1월 31일(월)

2022년    2월 15일(화)

2022년    2월 15일(화)

2022년    2월 28일(월)

2022년    3월 15일(화)

2022년    3월 31일(목)

2022년    4월 15일(금)

2022년    4월 28일(목)

2022년    5월 16일(월)

2022년    5월 31일(화)

2022년    6월 15일(수)



「予診票」の

事前記入に

ご協力ください

2022.2

접종 당일까지

백신 접종에 관한「자주 있는 질문」

Ｑ 임신 중·수유 중에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수유 중인 분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나 걱정이 되시는 분은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 주십시오.A

접종 당일까지의 준비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０120ー780ー910【접수시간】 8：30～17：30（일,공휴일 제외）

https://www.city.okayama.jp/0000027711.html

●외국인 여러분께
To all foreign citizens For details,please visit our website.

FAX ０86ー803ー1775

문의처

오카야마현 신종 코로나 백신 전문 상담 센터

0120-701-327【접수시간】9：00～21：00  토,일,공휴일도 가능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특설 홈페이지

Ｑ 백신을 접종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나요?

접종에 의한 감염 확대 방지나 중증화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이 필요합니다.

A

Ｑ 1·2차와 다른 백신을 3차에 맞을 수 있나요?

접종할 수 있습니다. 1·2차 화이자로 접종을 한 분이 3차 모더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교차 접종(　　　 참조)이라고 하며 같은 종류를 접종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동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회차 접종에서는 모더나의 공급 비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2019년 12월 22일 시점).

A

4페이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1·2차 때와 달리 3차 사전 문진표가 접종권을 겸하고 있습니다.

Q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 피로, 두통,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증세는 접종 후 3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또 극히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반응)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A

접종 당일의 준비물

약 수첩(오쿠스리 테초)접종필증 용지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수신인이 기재된 종이）

※당일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사전 문진표
（추가 접종용）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 등

2페이지

접종 당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깨(팔)를 

드러내기 쉬운 복장으로 와주십시오.

●병원 등 접종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문진표(추가 접종용)는 미리 기입해 주십시오.

　굵은 테두리 안에 기입 또는 체크를 해주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은 

지참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오카야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당일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당일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접종할 수 없습니다.



예약 흐름

접종 번호가 기재된 접종필증 용지

(수신인이 기재된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예약 전에1

2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집단 접종 장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특설 홈페이지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https://www.city.okayama.jp/0000027711.html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특설 홈페이지

장소를 확인한다

０120ー780ー910【접수시간】 8：30～17：30（일, 공휴일 제외）

24시간 대응인터넷

전화

3 예약을 한다

24시간 대응

오카야마현 공통 예약 시스템 https://v-yoyaku.jp/330001-okayama

오카야마시의 지자체 코드 331007과

10자리 접종권 번호를 포함, 총 16자리 숫자 입력

등록한 패스워드를 입력 ※초기설정은 생년월일 8자리

예:1976년 9월 4일의 경우→19760904
비밀번호

접종권 번호

마이페이지 3차 예약 화면에서 　　　　　　　　　클릭하여 

접종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약 및 변경하기를 

A 인터넷으로 예약 

■콜센터에서 인터넷 예약 대행을 합니다.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０120ー780ー910【접수시간】 8：30～17：30（일, 공휴일 제외）

B 콜센터로 예약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인터넷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의료기관에 전화로 직접 예약해 주십시오.C 전화로 예약

D 창구에서 예약 접종을 원하는 의료기관 창구에서 직접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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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



신종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의 접종 간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과 그 이외의 백신(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은 동시에 접종할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백신과 기타 백신은 각각의 백신을 2주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접종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건강 피해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건강 피해(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남는 것)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민표상의 주소지 시정촌으로 문의(상담)해 주십시오.

백신을 맞으시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와 부작용 위험 모두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접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분의 동의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주위 분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5∼11세 어린이 접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오카야마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순차적으로 접종권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백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을 예방하는 높은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100% 효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영향도 있는 등, 이미 접종을 마친 분들의 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도 '3밀(밀집·밀접·밀폐)'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나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한 손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밀(밀집, 밀접, 밀폐)'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한 손 소독 비누로 손 씻기

밀폐 공간밀접한 거리밀집 장소

교차 접종（1·2차 접종과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3차 접종은 1·2차와 다른 백신을 사용하는 '교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2종류입니다.

접종 장소 등의 자세한 내용은 오카야마시 신종 코로나 백신 특설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교차 접종에 의한 항체값 상승은 양호하며 부작용에 관해서도 1·2차 접종과 

동일한 정도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특히 추가 접종을 권하는 대상자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분

고령자, 기저 질환이 

있는 분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의 

관계자·헬퍼(간병, 개호 종사자) 등

의료 종사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의 

접촉이 잦은 분

감염 확대 방지와 중증화 예방을 위해 2회 접종을 마친 분 모두에게 3차 접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 접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종 하시길 권합니다.

2차 접종 후 오카야마시로 이사 온 분들께

2차 접종 날짜에 따라 접종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게 됩니다.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카야마시 콜센터(0120-780-910)로 문의하십시오.

중요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