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2 월 20 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국내용/해외용)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접종 증명서를 신청해서 스마트폰 상에 2 차원 코드가 

포함된 접종 증명서(전자판)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2 월 20 일부터 접종 시에 사카이시 내에 주민표가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해외용에 더해 일본 국내용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종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우편으로 접종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사카이시로부터 접종 증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합니다. 발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일본 국내 이용은 접종 후에 드리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접종 기록증도 기존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년 1 월 31 일(월)로 본청 창구에서의 교부는 종료하였습니다. 

※ 증명서 교부는 도착부터 발행까지 최소 2 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접종 기록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교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2 차원 코드가 탑재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전자판) 취득 방법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접종 증명서’를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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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증명서 앱으로 할 수 있는 것】 

○ 일본 국내용과 해외용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한 접종 증명서는 앱을 기동하면 언제든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스마트폰 등에서 표시된 접종 증명서의 2 차원 코드를 스캔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필요한 것】 

1. 마이 넘버 카드 

2. 마이 넘버 카드 권면 입력 보조용 비밀번호(카드 접수 시에 설정한 4 자리 숫자) 

3. 여권(해외용을 발행하시는 분) 

 

【작동 환경】 

• 마이 넘버 카드를 스캔할 수 있는(NFC Type B 대응) 단말 

• ios 13.7 이상 

• Android 8.0 이상 

 

【주의점】 

접종 증명서의 2 차원 코드에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접종 기록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급 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접종 증명서(전자판) 전반에 관한 문의처】 

후생노동성 신종 코로나 백신 콜센터  프리 다이얼 0120-761770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새롭게 바뀝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종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신청서(사카이시 홈페이지에 게재, 각 구의 시정 정보 코너에서 배포) 

(2) 여권 사본(여권 번호, 성명이 기재된 페이지) ※해외용 신청자 한정 

(3) 접종권 번호, 마이 넘버, 주소 등이 기재된 서류 사본 

①~③ 중 하나(③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①개인 번호 카드(마이 넘버 카드) 

②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③사용 완료 접종권(쿠폰권), 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통지 카드 

(4)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분실 등으로 인해 수중에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 

※접종 기록 확인이 필요하므로 증명서 발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①~③ 중 하나. 

①접종 완료 증명서 

②접종 기록서(의료종사자 등인 경우) 

③예진표 

(5) 송부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우편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 

※ (3)에서 제출한 서류로 송부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 

(6) 수신인 주소 이름과 우표(정형, 보통우편인 경우 84 엔)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동일 세대원일 경우도 필요)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개인 번호 카드 등의 사본) 

 

(우편 신청처) 

〒590-0075 堺市堺区南花田口町 2丁 3番 20号 三共堺東ビル 

堺市新型コロナワクチン接種事務処理センター 

사카이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사무 처리 센터 
 

(문의처) 

사카이시 신종 코로나 백신 다언어 콜센터 

TEL 0570-048-567(나비다이얼) FAX 072-275-5288 

※접수 시간: 오전 9 시~오후 5 시 30 분 

 
 

 

★사카이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를 공개 중입니다. 

 

 

 

堺市 コロナ ワクチン 검색 사카이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