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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예방접종에 관하여 

신종 플루 예방접종은, 당분간 제공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신종 

플루에 감염됨으로 인해 중환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접종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많은 분들에게 중환 예방 차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접종 후 붓기가 생기거나 발열 

증상이 발생하거나 보기 드문 증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각자의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신종 플루의 특징 

감염력은 강하지만, 많은 감염자는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치료약(타미플루,리젠자)가 잘 

듣습니다. 단, 기초질환(당뇨병,천식등)을 갖고 계신분, 임산부, 소아 는 중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의가 필요 합니다. 

 

기초 질환을 갖고 계신 분 

기초질환이란, 다음과 같은 질환을 말합니다. 단, 그 질환의 정도(병의 증상)에 따라 예방 

접종순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에게 상담해 주세요. 

 

「만성호흡기질환」,「만성심장질환」,「만성신장질환」,「만성간질환」,「신경질환/신경근질환」, 

「혈액질환」,「당뇨병」,「질환이나 치료에따른 면역력 감퇴 상태」,「소아과영역의만성질환」 

 

접종 일정 필요 서류등 

※주의 : 예방 접종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해주세요. 

여러 병원에 예약하시는 일은 삼가 해 주세요 
대상자 예약 시작일 필요한 서류 등 

임산부 11 월 2 일 모자 건강 수첩 

기초 질환이 있으신분 11 월 2 일 

보험증 

＊주치의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는 경우는 주치의가 발행하는 

「우선접종대상자증명서（優先接種対象

者証明書）」 

1 세～6 세 11 월 16 일 

모자 건강 수첩, 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초등학교 1 학년～3 학년생 12 월 2 일 

1 세미만어린이의 보호자등 12 월 17 일 

초등학교４～６학년생과 

중학생 
12 월후순～1 월초순 

보험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18 세 미만 12 월또는 1 월 

65 세 이상 12 월또는 1 월 



접종 비용 

1 차접종 3,600 엔 

2 차접종 2,550 엔 (1 차접종 때와 다른 의료기관 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3600 엔） 

 
치노시내 예방접종 의료기관 일람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池田医院（이케다 의원） ０２６６－７３－０５５５ 

上原内科小児科医院 (우에하라 소아과 의원) ０２６６－７２－２６３６ 

往診クリニックちの (오우신클리닉 치노) ０２６６－８２－４１０４ 

小口医院 (오구치의원) ０２６６－７２－２６１９ 

金沢診療所 (가나자와 진료소) ０２６６－７２－３２２７ 

北山診療所 (기타야마 진료소) ０２６６－７８－２３１０ 

櫻井内科医院 (사쿠라이 내과의원) ０２６６－７２－６０１０ 

眞田医院 (사나다 의원) ０２６６－７３－０７３１ 

耳鼻咽喉科三田医院 (이비인후과 미타 의원) ０２６６－７３－９２３３ 

諏訪中央病院 (스와 중앙 병원) ０２６６－７２－１０００ 

塚田医院 (츠카다 의원) ０２６６－７２－９８９８ 

尖石診療所 (토가리이시 진료소) ０２６６－７１－６２１１ 

ともみ内科医院 (토모미 내과 의원) ０２６６－８２－０４２４ 

原田内科呼吸ケアクリニック 

(하라다 내과 호흡 케어 클리닉) 
０２６６－８２－７０５５ 

平出クリニック(히라이데 클리닉) ０２６６－７２－１６６１ 

前島診療所 (마에지마 진료소) ０２６６－７８－２３２４ 

リバーサイドクリニック(리버사이드 클리닉) ０２６６－７２－７０１０ 

 

 

문의처 : 치노시청 보건과 건강 추진 담당 (건강 관리 센터) 

              TEL: 0266-82-0105(일본어만 대응가능) 

          치노시청 외국 국적 시민 상담 창구 

              TEL：0266-72-2101(내선번호 256)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