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어떤 병으로 치료중인 분이나、커디션등 접종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분은、주치의에게 

상담해서、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① 시내의 의료기관이나 집단접종 회장를 찾는다 
동봉한「의료기관 및 집단접종 회장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보는 도다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백신은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주소지)에서 의료기관 또는 집단접종 회장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입원중・
입소중인 분、주소지 이외의 백신접종에 관해서는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② 접종날짜 예약하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１）넷트에서 예약하기 

도다시 홈페이지에서、인터넷으로 예약 가능  
 의료기관이나 집단접종 회장를 안내해 드립니다. 

（２）전화로 예약하기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의료기관에 직접 예약 
・시민의료센터 또는 집단접종회장을 원하시는 분 
→→도다시 콜 센터：048-229-0577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토,일 공휴일 포함） 
 ※백신 공급량이나 예약상황에 따라서 다소 기다려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백신 접종하기 

예약한 날짜에、회장에 갑시다 

당일 

준비물 

・쿠폰권 

・예진표 
※화이자사의 백신과 모데르나사의 백신은 양쪽 다 같은  
예약표입니다.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건강보험증、생활보호수급자증 등） 

・약 수첩（가지고 있는 분만） 

・고령자 시설등의 종사자에 관한 증명서 （종사자로서 우선접종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 

※동봉된 쿠폰권은 2 회분의「접종권」과「예방접종 완료증」이 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 쿠폰은 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２회분의 예진표를 동봉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2 회째 접종까지 잘 보관해 주십시오. 
※고령자 시설등의 종사자에 관한 증명서는、１회째 접종과 ２회째 접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접종장소에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접종비용 
무료 

（전액공비） 

도다시 

의료기관일람、 

집단접종회장 예약은 여기 

 



접종 당일의 순서 ※혼잡상황에 따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접수 （예약한 의료기관 또는 집단접종회장에） 
②예진 （의사에 의한 문진이 있습니다.） 
③접종 （어깨를 보여주기 쉬운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④건강관찰 （15～30 분 대기） 

접종당일 주의사항 

・접종 전의 컨디션을 확인합시다. 
접종 전에 자택에서 체온을 측정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등은 접종을 

삼가고,의료기관에 접종을 예약한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고, 집단접종회장에 접종을 예약한 

경우에는 도다시 콜 센터（048-229-0577）에 연락해 주십시오. 

・접종은 2 회 필요합니다.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같은 종류의 백신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2 회 접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２회째 예약은、１회째 접종 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사하고 모데르나사의 백신이 있습니다. 동봉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언어 예약표와 백신 설명서는 오른쪽의 ＱＲ코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입원・입소중인 분 
➡입원・입소중인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표가 있는 장소（도다시）이외에서의 접종에 대해서 

・기저질환을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실 분  
➡의료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도다시에 주민표는 있으나、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시정촌에 사시는 분 
➡타시정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코로나 백신 네비게이션에서 확인하거나、 
실제 살고 있는 시정촌의 상담창구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단신 부임자、귀향하고 있는 임산부 등 

「코로나 백신 아깝다 뱅크」등록자를 모집합니다.   
급작스런 취소 등으로 남은 백신을 폐기하지 않고 바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백신 접종 절차에 대한 것 
도다시 콜 센터：  048-229-0577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토,일 공휴일 포함 
（청각 장애인용 FAX：048-229-0769） 

・백신 전반（유효성・부작용 등）에 대한 것 
사이타마현 콜 센터：  0570-033-226  24 시간 접수 
（청각 장애인용 FAX：048-830-4808） 
후생노동성 콜 센터：0120-761770  오전 9 시～오후 9 시토,일 공휴일 포함 
（청각 장애인용 FAX：03-3581-6251） 

 

 

「코로나 백신 나비」  

신형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안전성 등의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상 관저 백신 특설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른쪽ＱＲ코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