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 코로나 백신 집단 접종의 흐름 

 ※예약 한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예약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 후 스태프가 안내하며 스태프에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구： 손과 손가락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을 확인하며, 그 이후 안내 받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
 

서류확인：스태프에게 다음의 물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접종권（자택으로 보내졌던 종이）, 재류카드,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본인확인 증명이 가능한 물품）、예진표 

  ※일본어 예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③ 예진표 확인： 한명씩 책상으로 와서 앉습니다. 그 후 스태프가 예진표를 보면 질문합니다.  

・백신을 맞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몸 상태： 건강합니까? 걱정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이나 약：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으십니까? 무슨 병입니까?  

약은 먹고 있습니까?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먹고 있습니까?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알레르기에 강한 증상)）이 일어 난 적이 있습니까? 

              이유 （예: 머리에 바르는 약. 세제,,,）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예: 빨갛게 붓다, 가렵다, 괴롭다,,, ） 

④ 개별 상담（희망하신 분만）：병에 관한 내용 등  걱정이 되시 분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⑤ 예진： 

・예진 접수 발권기의 장소에서, 예진접수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을 받습니다. 

・예약권을 받은 후에는 대기장소에서 기다립니다. 

・스태프가 예약권 번호로 부릅니다. （모니터에서 번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진료실) 

 ・의사가 질문합니다.（몸 상태, 병원의 관한 내용 등을 질문합니다.） 

   접종： 문제가 없을 시 접종을 받습니다.（※ 단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뒷면을 봐 주세요） 

・접종을 받을 때는, 「어깨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속은 괜찮습니까?」 「손가락이 저러지 않습니까?」 

등을 의사가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받은 후에는, 「눌러 주세요」 「강하게 문지르지 말아 주세요」 등을 의사가 말합니다. 

⑥  접종필증의 발행： 

・진료실에서 나간후에는 한명씩 책상에 앉아 백신 접종 증명서(접종필증명서)를 받습니다.  

잃어 버리지 말아 주세요. 

      ・기다릴 시간이 적힌 종이(흰색 또는 핑크색), 2 회차 백신 접종 예약 안내와 2 회차용 예진표를 

받습니다. 

종이에는 퇴실가능한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병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핑크색 종이 입니다. 

  

⑦ 경과 관찰： 흰색 종이를 받은 사람은 15 분, 핑크색 종이를 받으신 분은 30 분 기다립니다.  



부작용(두통, 속이 안좋다, 토 할거 같다. 접종 받은 부위의 통증이 심하다.)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１５분～３０분경과 후, 괜찮을 경우에는 나가셔도 됩니다. 기다릴 시간이 적혀 있는 종이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받은 날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은 가능합니다. 

【제 2 차 예약】 

 １회차 백신을 받은 일로 부터 2 회차 예약이 가능합니다. 

 회장에서 예약을 도와주는 스태프가 있습니다. 예약코너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Wi-Fi 가 없습니다. 스태프에게 예약방법 등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다음과 같은 분은 백신을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접종권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면허증, 보건증)이 없으신 분 

○체온이３７．５℃이상인 분 

○큰 병에 걸리신 분 

○백신을 접종하면 몸 상태가 악화 되는 분 

 ・호홉곤란 = 호홉하기 어려워 진다. 

 ・천명＝목구멍이 피리처럼 울리고 있는 상태이며, [쌕쌕쌕 거림]이라고 하는 이상한 호홉음이 계속된다 

・혈압 저하＝혈압이 낮아 진다. 

○1 회차 접종을 한 후 18 일 이내의 분 

○접수 후 상담에서 의사가 [백신을 접종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분 

※【부작용①：백신을 접종 한 후, 바로 나타 날 수 있는 증상】 

 ・ 아나필락시=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붉어지거나 가려워지거나 한다), 배가 아프거나 토하고 싶어지거나 숨이 가파 지거나, 협압이 

내려가는 등 

 ・어지럽거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현상 등 

※【부작용②：백신을 접종하고 몇일 동안 일어 날수 있는 증상 

  ・접종한 부위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지친다. 

  ・근육이 아프다 

・춥다、설사를 한다、열이 난다、접종 한 부위가 붓는다. 

・메스껍다. 

※백신을 맞은 후 2 일 뒤에는 괜찮아 집니다. 

※１회차 보다 2 회차에 접종 했을때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２회차의 백신의 예약을 잊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에도, 코로나 대책을 잊지 말아 주세요. ３미쯔를 피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누로 손을 씻고、손과 손가락에 소독 등 

후쿠시마현신형 코로나 백신 부작용 콜 센터 （접수：매일 ９:００～２０:００） 

  ０１２０－３３６－５６７ （일본어） 

※증상이 심하거나、2 일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화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