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에 관한 안내（6월 2일）

＜지바시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0 1 2 0 - 5 7 - 8 9 7 0 8：30～21：00（월～금）

8：30～18：00  (토・일)

귀나언어가불편하신분 FAX  043-245-5128 / 이메일 cv-call@city.chiba.lg.jp

＜지바시코로나백신예약사이트＞

（개별 의료기관의 일반예약,

집단 접종 장소의 신규예약）

＜코로나백신내비게이션＞

（개별 의료기관의

예약 접수 상황）

＜시 홈페이지＞

（백신 접종에

관한 최신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체제에 대하여
1. ４차 접종을 5월 25일(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１）대상자

・60세이상의분
・18세이상으로기저질환이있는분, 그외

중증화위험이높다고의사가인정하는분
（２）접종간격

3차 접종 완료일부터 5개월 이상

3. 접종 장소（12세 이상 공통）
(１)  개별 의료기관：시내 의료기관 약 300곳
(２)  집단 접종장소：오른쪽표참고

１）시 콜센터 ･예약사이트 예약：각 의료기관의 일반 예약 및 집단 접종 장소의 예약은 아래 콜센터 및 예약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２）각 의료기관에서의 예약：각 의료기관의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한 예약은 각 의료기관에서 접수합니다. 예약방법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접종권 발송 일정（12세 이상 공통）
※접종권의 도착은,
발송일의 다음다음날부터
수일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토・일・경축일은
제외합니다. ）

（３）접종시작일
・개별접종(기존환자대상예약(かかりつけ枠))

:５월２５일(수)이후순차적으로시작합니다.
・개별접종(일반대상예약(一般枠)) :７월 1일(금)
・집단접종：５월２８일(토)  개시완료

（４）접종권
3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모든 분들께 발송

예약없이접종（３차접종）6월19일까지
이코아스지시로다이：개설일의14시～17시30분
소가커뮤니티센터 ：개설일의14시～18시
※접종 당일에 접종권, 예진표, 신분증 지참.

（５）예약방법
접종대상자는 접종권이 도착하는 대로
예약 시작일 이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시작일】
・개별접종(기존환자대상예약(かかりつけ枠)) :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별접종(일반대상예약(一般枠)) : 6월중순예정
・집단접종：５월２７일(금)  개시완료

2022.5.24(화) 발송 완료 2022.6.21(화) 2022.7.5（화） 2022.7.19(화) 2022.8.23(화)

2021.12월・2022.1월 2022.2.1～2022.2.14 2022.2.15～2022.2.28 2022.3월 2022.4월

2021.12월・2022.1월 2022.2월 2022.3월 2022.4월

발송 예정일

4차（3차 접종 시기）

3차（2차 접종 시기）

예 약 방 법 ※12세 이상 공통

단체 접종

실시 기간

9:00-17:00

18:00-21:00

하나미가와 보건복지센터 2층 10:00-17:00

이코아스 지시로다이 2층 10:30-18:30

이온몰 마쿠하리 신도심

그랜드몰 3층 이온홀
6/19(일) 까지

월･

금－일
6/20(월) 부터 주 6일（목요일 외） 10:30-19:30

소가 커뮤니티센터 4층 6/19(일) 까지 목－일 6/21(화) 부터 주 6일（월요일 외） 10:00-19:00

완즈모루(One's Mall) 3층 6/24(금) 부터 금－일 10:30-19:30

모더나 18세 이상

일

월－금

토･일

7월까지

7월까지

6/19(일) 까지

집단 접종장소명 개설 시간 백신 대상 연령

지바 주오 커뮤니티센터 6층

화이자 12세 이상

개설 기간／개설 요일

※7월까지（8월 이후는 추후 공지）

7월까지 주 6일（화요일 외）

mailto:cv-call@city.chiba.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