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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감기 예방 접종 안내 -- 
            Gratis-Grippe-Impfung 2020/2021
 ***비엔나 시에서는 COVID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무료 감기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 특히 60세 이상과 만성 질환자나 질병에 약하고 허약하신 분들 적극 권유함.

가) 예방 접종 기간 : 2020년 10월 1일- 2021년 3월 31일
나) 예방 접종 접수 방법 :1차; 9월 15일부터 예약 가능함.
    1차가 정원 초과이면 2차 10월 1일부터 가능 
  1. 전화 1450번, 예약은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접종 장소 ; 별 첨 i-3 첨부)
  2. 온라인 www.impfservice.wien  9월 15일부터 예약 가능 (이용 법 첨부 i-1)
  3. 가족 중 1인이 대표로 가족 모두를 신청 할 수 있음 

다) 접종 시에 지참 물건과 지침 사항 
  1. 여권이나 기타 신분권 .  2. E- Card 
  3. 예약 증명서 (당국에서 예약 시간과 확인서를 이 메일로 보내줌)
  4. 가능하다면 예방접종 서류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지참 
     (별도 질문지 번역 첨부함 i-2)
  5. 마스크 착용   6. 예약된 시간 10분 전 도착
  7. 접종 기록  카드가 있을 시 지참

라) 대상자 : 
   * 비엔나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비엔나 외 지역 거주 인 중 비엔나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 ( 증명서 필요 )
   * 오스트리아 E-Card 소지자가 아닌 외국 관공서 종사자
     관계자 - 대사관, 유엔 직원... 포함 ( 직업 증명서 필요 )

마) 접종 장소 ( 별첨 i-3 )
  성인은 38개 장소 중에서 온라인 접수 시에 여러 곳이 제공되며 그 중에서 선택 가능.    

  소아 : 비강 스프레이 방법으로 2세-18세까지 준비함.
    * 6세-10세 Impfzentren  der Stadt Wien에서도 접종 가능함.
    * 6개월 소아부터는 소아과에서만 가능. 만일 개인주치 소아과 의사가          
      안할 경우 •3.구 Thomas-Klestil-Platz 8/2 – Impfservice TownTown 
      찾아 가는 법 : U3 Erdberg oder U3 Schlachthausgasse, 
    * 10세부터는 보건당국에서도 접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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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첨 i-3-   예방 접종이 가능한 장소 

1. Die Impfzentren der Stadt Wien
  •2., Karmelitergasse 9, 1 Stock
  찾아 가는 법 : U2 Taborstraße, 
  •3., Thomas-Klestil-Platz 8/2 – Impfservice Town Town
    찾아 가는 법 : U3 Erdberg oder U3 Schlachthausgasse, 
  •12., Am Schöpfwerk 29/11/R10
    찾아 가는 법  : U6 Schöpfwerk,
  •15., Gasgasse 8-10
    찾아가는 법 : U3-Westbahnhof, 
  •18., Martinstraße 100/ 1. Stock –
    찾아가는 법 ;  Straßenbahn 40, 41, 
   •21., Wassermanngasse 7
    찾아가는 법 : U1 Großfeldsiedlung, 
   •22., Donauzentrum
   찾아가는 법  : U1 Kagran, 

2. 4개의 비엔나 보건 당국 
     Impfzentren der Österreichischen Gesundheitskasse:
    •3., Strohgasse 28 – Gesundheitszentrum Landstraße,
   찾아가는 법 62, 62A, S-Bah
    • 7., Andreasgasse 2 – Gesundheitszentrum Mariahilf
   찾아 가는 법: U3 Zieglergasse, 
   •10., Wienerbergstraße  15-19 – Gesundheitszentrum Favoriten,
   찾아 가는 법: 15A, 63A, 
   •21.Karl-Aschenbrenner-Gasse3
       –Gesundheitszentrum     Floridsdorf,
      찾아 가는 법: U6, S-Bahn, 
 3. Sanatorium Hera •9., Löblichgasse 14
 4. 모든 가정의 
 5. 모든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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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1       온라인 신청 법

1. www.impfservice.wien 에 들어감.
2. IMPFTERMIN BUCHEN 클릭
3. 시청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Zum ersten Mal beim Impfservice Wien ? 클릭
4. 개인 인적 사항 작성하여 보냄
5. 이메일로 등록증명서 여부 답이 옴.
6. Hier koennen Sie Ihre Regisrierung abschliessen을 클릭
7. Terminplanung 이 뜨고 이곳에 이 메일과 새 비밀번호 작성하여 클릭 
8. 인적사항 작성 Ich benoetige einen Termin ? 란에 숫자 기입 (가족 단위로 신청 가능)
  Alter der juengsten Person  란에 가족 중 가장 어린이 나이 기입, 
   1인 성인은  18 세 이상에 클릭
9. 선택할 수 있는 장소와 날짜가 뜸 .
   원하는 장소에 선택 후 An disem Tag ist kein Termin mehr frei 나오면 
   옆의 10/ 1일 날 짜 클릭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장소 선택 
   선택이 가능한 후에 보내면 이 메일로 날짜와 장소가 기입된 확인서가 옴. 
   그 확인서 출력하여 지참할 것. 

별첨 I-2    -Impffragenbogen 서류 작성 안내 -
1. 9월 15일부터  www.impfservice.wien 에 들어 감 
2. 오른 쪽의 Downlords 클릭
3. Impffragebogen 클릭해서 작성
  인적사항 칸에 개인 인적사항 작성 
 
 - 별 첨- i-2 질문 사항 내용
  1) 예방 접종 후에 부작용이나 통증이 있었습니까?
  2) 현재나 지난 2주 전에 발열이 있었습니까?
    - 현재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었습니까?
    - 다른 질병이 있습니까?
  3) -어떤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예; 계란흰자, 약물...)
     있다면 무엇?
     - 혹시 현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주사약물 치료 중에 있다면:
       _ 언제 마지막 투여가 됐나요?
       - 다음 투여를 계획했나요?
  4)선천성이나 후천성 면역 저하나 면역 질병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느 것 :
  5)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나요? (예: 항생제, 코티솔, 항응고제-혈액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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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라면, 무엇 ?
  6) 현재 항암이나 광선치료를 받으시나요?
  7) 현재 중증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나요?( 암, 자가면역질환, 혈우병..)
     - - 예라면, 무엇 ? 
  8) 최근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나요?
  9) 만성뇌질환이나 골수염증이 있으시나요?
  10) 임신 중이시나요?
  11) 지난 6개월 기간에 수혈이나 면역글로블린 등을 받으셨나요?
  12) 지난 4주간에 다른 예방접종을 받으셨나요?
     - 예라면, 언제 ?
  13) 지난 4주간에 Zecke 에 물린 적이 있나요?
      
                                  작성인 : 황병진  참고 : 비엔나 시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