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 증명서 신청 수속 메뉴얼

①여권
②접종권・접종 완료증
또는
직장 단체 접종,,등의,,경우는,,
접종,,기록서가필요하므로,
준비,,바랍니다.

・클릭하여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 메일 주소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링크가 송신되므로 30 분 이내로 그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수속을 시작해
주십시오.

｢Google｣ ｢LINE｣ ｢Graffer｣
의 계정이 있는 분은 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재류 카드 등에 기재된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영문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이름을 가타카나로 입력합니다.
가타카나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나 잘
모르는 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상 필요하므로, 1 문자에
해당하는 「스페이스」를 입력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거주지 주소의 우편번호를 입력해

재류 카드 등에 기재된 주소를 입력해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낮 시간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십시오.

백신 패스포트의 용도를 선택하여,
패스포트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일본을 출국할 경우는
「해외용 및 일본 국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권에 표기된 대로 성을 영문

여권에 표기된 대로 이름을 영문

여권에 표기된 대로 국적을 영문
대문자,반각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여권에 구성(旧姓)・별성(別姓)・별명(別名)
표기가 없을 때는 위를 클릭해 주십시오.
표기가 있을 때는 아래를 클릭하고
여권 표기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여권에 표기된 대로 여권번호를 반각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여권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0000 년 00 월 00 일）

클릭해서 여권의 이름,얼굴 사진,여권번호,
서명 등이 기재된 페이지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클릭해 주십시오.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2,3 회째 접종도 동일한 입력 방법）

후쿠오카시가 발행한 접종권을 사용하신
분이나 직장에서 접종을 했을 때,후쿠오카
시에 주민표가 있던 분은 「후쿠오카시의
접종권으로 접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후쿠오카시의 접종권으로 접종

또한,그 밖의 분은 「후쿠오카시 이외의
접종권으로 접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후쿠오카시 이외의 접종권으로 접종

10 자리의 접종권 번호를 반각 숫자로
입력해 주십시오.（임의）
※다음 페이지 화면을 참조
위에서 클릭하신 선택에 따라
1 차 접종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0000 년 00 월 00 일）
（임의）

클릭해 주십시오.
ない

위에서 클릭하신 선택에 따라
1 차 백신 로트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접종 완료 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이자는「제조 번호」, 모더나는 「Lot.」에 이어지는 숫자
또는 영문 번호입니다.（임의）
※다음 페이지 화면을 참조

예방 접종 완료증 또는 접종기록의 화상 데이터를 첨부해 주십시오.

클릭해서 접종 완료증 또는 접종 기록서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화면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가 없거나 내용 판독이 어려울 경우,
발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참고）접종권・접종 완료증（오른 쪽 부분이 접종 완료증）

10 자리 숫자

백신
로트 실

使用済み

10 자리 숫자

백신
로트 실

接種を受ける方へ
●シールは剥がさずに、台紙ごと接種場所へお持ちください。
●右側の予防接種済証は接種が終わった後も大切に保管してください。

（참고）접종 기록서（직장 단체 접종 등으로 접종 받으신 분께 주어진 서류）

백신
로트 실

백신
로트 실

송부처를 선택해 주십시오.
후쿠오카시에 주민표가 있으신 분은
위를 클릭하십시오. 주민표 주소에
송부됩니다.
후쿠오카시에서 접종한 후에 시외로 전출
완료한 분은 아래 표시를 클릭해서 현재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 주소로 송부됩니다.
이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재류
카드나 주민표 사본 등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입력 내용 확인

입력하신 내용이 표시되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 수속이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