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이 있는 분의 사전 등록에 대하여
후쿠오카시는 16 세～64 세의 분들꼐 코로나 백신 접종권을 6 월 30 일(수)에 일제히
발송합니다.
접종 예약 실시 시기는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6 세～59 세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아래 「기저질환 등록 사이트」에 사전 등록하시면 연령 구분의 예약 실시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권이 배달되는 대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ttzk.graffer.jp/city-fukuoka/smart-apply/apply-procedure-alias/COVID-19vaccination-med-conditions/door

【기저 질환이 있는 분이란】
① 아래와 같은 병이나 상태인 분으로 통원/입원하고 계신 분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심장병(고혈압을 포함)
•만성 신장병
•만성 간질환(간경변 등)
•인슐린이나 약을 복용하여 치료 중인 당뇨병
또는 다른 질환의 합병증인 당뇨병
•혈액 질환(단, 철분결핍성 빈혈을 제외)
•면역기능 저하 질환 (치료나 완화 케어를 받고 있는 악성종양을 포함)
•스테로이드 등, 면역을 저하시키는 치료를 받는 분
•면역 이상으로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
•신경 질환이나 신경근 질환이 원인으로 신체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호흡장애 등)
•염색체 이상
•중증심신장애(중도 지체장애와 중도 지적장애가 중복된 상태)
•수면시 무호흡증후군
•중증 정신질환(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분,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하는 분, 또는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에서 「중도이며 계속」에 해당하는 경
우)나 지적장애(요육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②기준（BMI 30）이상의 고도 비만
※BMI＝체중（㎏）÷신장（ｍ）÷신장（ｍ）。
ＢＭＩ30 의 기준: 신장 170cm 으로 체중 87 ㎏, 신장 160cm 으로 체중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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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하신 이메일로 링크가 송신되므로
30 분 이내로 그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십시오.

｢구글｣ ｢라인｣ ｢Graffer｣의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계정으로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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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클릭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재류 카드 등에 기재된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영어도 입력 가능합니다.

이름을 가타카나로 입력합니다.
잘 모르실 때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상 필요하므로,
1 문자에 해당하는 [스페이스]를 입력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거주지 주소의 우편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재류카드 등에 기재된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0000 년 0 월 00 일）

낮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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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클릭한 후
리스트 중에서 기저 질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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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당하는 기저 질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심장병（고혈압을 포함）
←만성 신장병
←만성 간질환(간경변 등)
←치료 중인 당뇨병
←다른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혈액의 질병（철분 결핍성 빈혈은 제외）
←면역 기능 저하 질환
←면역 기능 저하에 따른 치료중
←면역 이상에 따른 신경근 질환
←신경 질환 등에 의한 신체 쇠약 상태
←염색체 이상
←중증 심신 장애

←수면시 무호흡증
←정신 질환으로 입원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소지자
←자립지원의료로 중증 및 지속 해당
←지적 장애（요육수첩 소지）
←ＢＭＩ30 이상을 충족시키는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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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클릭하십시오.
～사전 예약에 관하여～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일의
이틀 뒤에, 접종권을 받으면 접종 예약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주 가시는
병원의 의사와 상의하신 후 예약해
주십시오. 자주 가시는 병원이 없는 경우는
예약 전용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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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내용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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