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접종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서 백신접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은 각 시정촌에서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각 

시정촌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임신부의 백신접종 

임신중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특히 임신 후반기는 중증화가 되기 쉽고 조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종코로나 백신은 임신중이라도 시기와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으니 접종 검토를 바랍니다.  

・주소가 바뀌신 분 

백신접종권 발급을 받은 시정촌에서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이사하신 지역의 

시정촌에서 접종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하신 지역의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접종  

 
 《１차・２차 접종》 

 《추가접종》 

 《５～１１살 어린이（소아）접종》 

 《생후 6 개월～４살 어린이  접종（영유아 접종）》 

 

◎접종 당일 준비 서류 

 

①접종권 

②접종권과 동일한 성명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여권은 무효), 마이넘버 카드(사진이 있는 개인번호카드만 가능), 

재류카드,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 등 피보험자증 등) 

 

◎예방접종 증명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증명서(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법에 따라 각 시정촌에서 

실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피접종자가 신청을하면 

교부해 드립니다. 해외 도항용과 일본 국내용 2 종류가 있고 각각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교부해드립니다.  

 

・전자（스마트폰）예방접종 증명서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함으로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방법이나 

신청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디지털청 웹사이트：신종코로나 백신접종 증명 앱】 

https://www.digital.go.jp/policies/posts/vaccinecert 

※스마트폰 및 마이넘버 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서면 증명서 

각 시정촌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편의점에서 서면 교부 

해당 편의점 등의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진행절차 https://www.mhlw.go.jp/content/000965437.pdf (외부 사이트창） 

https://mia-miyagi.jp/dc/K2_vaccination.pdf
https://www.mia-miyagi.jp/dc/K3_vaccination.pdf
https://mia-miyagi.jp/dc/K_childvaccination.pdf
https://mia-miyagi.jp/dc/K_infantvaccination.pdf
https://www.digital.go.jp/policies/posts/vaccinecert
https://www.mhlw.go.jp/content/000965437.pdf


※마이넘버 카드 및 수수료(120 円)가 필요합니다. 
 

◎접종 시의 동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참여를 권면하고 있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제공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16 세 미만인 분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반과 예진표에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접종 후의 부작용 

 

 주요 부작용으로서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 두통, 관절통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심한 알레르기반응) 등이 있습니다. 

백신접종 후에 발열, 부기 등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먼저 접종의사나 가까운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 지 잘 모를 경우는 「부작용 상담센터」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백신 부작용 상담센터＞  

전화번호：050-3615-6941（오전８시４５분～오후５시１５분）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매일  

타이어, 네팔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평일만  

 
（미야기현 공표정보／편집・번역：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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