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인터넷 예약 메뉴얼
１ 예약 사이트에 접속
스마트폰이나 PC 에서 접속가능합니다.
QR 코드：왼 쪽 코드.
접종권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URL: https://vaccines.sciseed.jp/fukuokacity/

여기서 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외국어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메뉴얼도 참고해 주십시오.

２ 로그인（첫 등록）
접종권 번호

후쿠오카시에서 우송된 접종권을 준비합니다.

권 번호（10 자리 숫자）

① 「접종권 번호」에 접종권에 기재된 「권 번호」
（10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이용규약에 동의함.
다음으로

접종권

권 번호(10 자리)

② ｢비밀번호｣에 생년월일
(8 자리 숫자인 0000 년 00 월 00 일）을 입력
합니다.
예：1961 년２월 24 일생
→19610224
（「월/일」의 입력에 주의하십시오.
예：１월→01,６월→06, 12 월→12
2 일→02, 11 일→11, 30 일→30）

【권 번호는 어디 있나요？】
후쿠오카시에서 우송된 접종권에 기재되어 있습니
다.
왼쪽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３ 개인 정보 입력
성
필수

HONG

이름
필수
GILDONG

전화번호
필수

이메일 주소

【반드시 입력해 주십시오.】
① 「성」,「이름」에 자신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 영어 입력은 반각으로만 가능(전각은 불가능).
대문자나 소문자로도 입력 가능.
재류 카드 표기 등을 참고로 입력하십시오
・가타카나 입력은 전각만 가능(반각은 불가능)
② 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는 필요없습니다.
예：09012345678
【임의로 입력하십시오.】
① 「이메일 주소」
주의：현재 예약 완료 연락은 아직 드릴 수 없
습니다. 준비중입니다.

４ 비밀번호의 설정

새로운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 확인

「새로운 비밀번호」,「새로운 비밀번호의 확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비밀번호는 반각의 영어・숫자・기호 중 2 종류를
사용하고, 8~100 개 문자로 입력하십시오.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기호의 예）
_!@#$%^&*()-+[]{},.<>:~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는 콜센터로 전화하신 후
비밀번호의 재설정 수속이 필요합니다.
TEL: 092-260-8405

입력 내용 확인

「입력 내용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
입력하신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주소가 표시되
므로, 확인하신 후 「이 내용으로 등록」을 누르십
시오.

５ 마이 페이지 표시
마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음부터는 로그인 후, 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가능한 것
① 접종권 번호의 확인
② 등록 정보
（성,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변경
접종권 번호

등록정보 변경

（지금부터 예약을 하실 분）
③접종 예약
※２차 접종 예약은 １차 접종 예약을
게 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완료하

（예약을 마치신 분）
④접종 예약 상황의 확인

비밀번호 변경

⑤예약 변경・예약 취소
※「예약 변경」은 먼저 예약을 취소한 후, 새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예약
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접종 예약을 합니다.

６－１ 접종 예약（１차）：접종 장소 선택
마이 페이지 제일 아래 「１차 접종」메뉴가 있습니
다.「신규 예약」을 누르십시오.
1 차 접종

신규 예약

접종 장소 검색 화면이 표시됩니다.
장소명（의료기관,집단 접종 장소） 표시는 일본어로
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 접종 장소가 표시되므로 접종을 희망하
시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자주 가시는 의료기관 등 찾고 싶은 접종 장소（의
료기관）를 이미 알고 계신 경우는 직접 입력해서 검
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접종 장소」(의료기관), 「주소」,「제일 가까
운 역」, 「지역(에리어)」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 접종 장소 안내～
・「中央ふ頭クルーズセンター」(중앙 부두 크루즈 센터）
・히가시구 「なみきスクエア」 （나미키 스퀘어）
・하카타구 「さざんぴあ博多」 （사잔피아 하카타）
・주 오 구 「中 央 体 育 館」 (주오 체육관）
・미나미구 「南

体

育

館」 （미나미 체육관）

・조 난 구 「城 南 体 育 館」 （조난 체육관）
・사와라구 「も も ち 体 育 館」 （모모치 체육관）
・니 시 구 「さ い と ぴ あ」 （사이토피아）

※중앙 부두 크루즈 센터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사용합니다.18 세 이상인 분 밖에 접종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접종 장소 정보가 표시됩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 「 이 장소로 예약」을
누르십시오.

この会場で予約

이 장소로 예약

６－２ 접종예약（１차）
：접종 일시 선택
① 백신 종류를 선택합니다

백신
화이자

② 「희망 일시」란을 선택하시면 달력이 표시됩니
다.

희망 일시

다음으로

달력이 표시됩니다.
예약 가능한 날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희망하시는 날을 누르십시오.

６－３ 접종 예약（１차）：시간 선택

잔여 백신

시간대가 표시되므로 희망하시는 시간대를 선택합
니다.
※１차 접종의 경우【1 回目の接種者のみ】
（1 차 접
종자만）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２回目の接種者専用】（２차 접종자 전용）라고
기재된 부분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６－４ 접종 예약（１차）：예약 내용 확인・
예약 완료
예약 내용（장소・백신 종류・일시）가 표시되므
로 틀린 곳은 없는 지 확인하신 후 「예약을 확정
하기」를 누르십시오.

접종장소
백신종류
희망일시

내용수정
예약을 확정합니다.

예약이 접수되면 「접종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마이 페이지」를 눌러 주십시오.

접종예약 완료
마이 페이지

７ 접종 예약（２차）
１차 접종 예약이 완료되면 마이 페이지의 가장
아래 부분에 ２차 접종 예약 메뉴가 표시됩니다.
「신규 예약」을 누르신 후, ６－１부터 ６－４와
같은 절차로 2 차 접종을 예약 하십시오.
２차 접종

신규예

【주의１】：시간 선택할 때는【２回目の接種者専用】
（2 차 접종자 전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선택하
십시오.
【주의２】：１차 접종에서 ３주일 뒤의 일시를
선택하십시오.(※중앙부두 크루즈센터 모더나
백신은 4 주일 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