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발송일 

59～50 살      -7 월 19 일,  

49～40 살      -7 월 26 일,  

39～30 살      -8 월 2 일 

29~ 12 살      -9 월 3 일 

 

이와키시 주민등록을 한 분들에게 접종권이 곧 도착합니다. 

접종권과 함께 외국어의 설명이 도착합니다! (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스케줄] 

접종권은 이와키시에서 다음의 예정으로 보냅니다. 

       

  

 

예약 접수가 시작하는 날짜            백신을 접종하는 날(※변경 될 경우가 있습니다.) 

8 월 20 일（금）              개별 접종: 9 월분(8 월 30 일~9 월 26 일)  

8 월 20 일（금）      집단 접종: 9 월~10 월분(8 월 30 일~10 월 24 일) 

9 월 3 일（화）      개별 접종: 10 월분(9 월 27 일~10 월 24 일) 

 

※ 개별 접종: 병원에서 접종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접종: 한 번에 많은 인원의 인구가 접종 받는 곳  

 

이와키시에서 백신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접종권을 받은 후  

1 회차 백신을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〇 자세한 내용은 접종권과 함께 도착한 종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의： 

 ・예약한 날, 시간, 장소에 맞게 백신을 접종해 주십시오.  ・예약한 시간의 30 분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온을 측정합니다.  

                                                          여유 있게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한 시간부터 30 분이 지나면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접종을 하지 못했으면 본인이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취소]해 주십시오.     ・1 회차 접종이 끝나면 2 회차 접종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인터넷（24 시간）：https://iwaki.hbf-rsv.jp  

・ 시작으로, 「회장에서 백신 장소」「날짜에서 백신 장소 

선택」의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가 모르는 경우 주변사람에게 물어보거나 

2 개의 대규모 접종장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いわき平体育館(이와키 타이라 타이이쿠칸) 

장소：いわき市平字正内町６－１ 

(이와키시 타이라 아자 쇼나 마치 6-1 )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날: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오후 

◎ 접종하지 않은 날이나 시간은 예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이와키 그린 베이스  

장소：いわき市常磐湯本町上浅貝１１０－２５ 

(이와키시 조반 유모토 마치 카미 아사가 이 110-25) 

수요일~일요일, 오전, 오후, 저녁 

◎ 접종하지 않은 날이나 시간은 예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〇전화 :  0246-30-9000        ９시~17 시   

무료 다이얼   0120 -053-500 ９시~17 시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 

일본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