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야자키현 코로나 백신 집단 접종의 일반 예약 접수에 대해서 

 

미야자키현은 코로나 백신 집단 접종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예약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일본어로만 접수 가능하므로 일본어가 어려우신 분은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과 

함께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장소：현청 직원 건강 플라자（미야자키시 아사히 1 쵸메 2-１） 

(2)접종일：9 월 11 일（토）,12 일（일）,18 일（토）,19 일（일）,25 일（토）,26 일（

일）（※1 차 접종날짜） 

(3)운영 시간：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4)접종 백신 종류：화이자 

 

2 예약 접수 대상 

미야자키현 거주로 접종권을 가진 만 16 세 이상인 분 

※다른 회장에서 1 차 접종하신 분은 2 차 접종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사전에 검진 의사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상담한 후, 

접종 허가를 받으신 분은 접종회장의 전문의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3 예약방법（9 월 4 일（토）오전 9 시 예약 접수 개시） 

백신 접종은 2 차까지 필요합니다. 1 차 접종을 예약하시면 자동적으로 3 주 후 ‘같은 

회장,요일’에 2 차 접종이 예약됩니다. 

 

WEB 예약 

WEB 예약은 여기를 클릭（예약 시, 접종권을 미리 준비해주십시오） 

https://stores-reserve.com/miyazakiken-vaccine/677302/ 

※9 월 4 일（토）오전 9 시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다른 회장에서 1 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2 차 접종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1 차 접종을 예약하시면 자동적으로 3 주 후 ‘같은 회장,요일’에 2 차 접종이 

https://stores-reserve.com/miyazakiken-vaccine/677302/


예약됩니다. 

・예약 취소는 2 일 전까지 예약 확정 메일에서 전용 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2 일 전에 예약 취소를 못한 경우에는 접종 

당일 페이지 아래의 당일 예약 취소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법에 관한 문의처（9 월 4 일（토）오전 9 시부터 접수 개시） 

전화번호：0985-53-0115 

접수시간：오전９시부터 오후５시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9 월 4 일（토）오전 9 시부터 문의 접수를 개시합니다. 

※9 월 4 일 (토) 5 일（일）에 대한 문의는 대응합니다. 

※위의 문의처는 예약 방법에 관해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 예약 취소, 

일시 변경 등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접종 당일에 대해서 

접종 접수 

 예약해둔 접종 예정 시각 20 분 전부터 접수를 개시하므로 반드시 접종 예정시각 

20 분 전까지 회장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예정 시각까지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로 처리되어 접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송영 또는 합승하여 회장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주차장은 아래의 2 곳입니다. 

【건강 플라자 앞 주차장：미야자키시 아사히 1 초메 2－１】 

【미야자키시 정보연수센터：미야자키시 아사히 1 초메 4－1】 

・송영 시의 승하차 장소는 현청 방재청사 앞 광장입니다. 

・ 각 주차장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부탁드립니다.（근처 상업 시설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준비물・복장 

접종 당일에는 아래의 물건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종권 

・신분증（건강보험증, 재류카드 등） 

・접종권에 동봉되어 있는 예진표 1 매（예진표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기입하여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예진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예진표를 보면서 일본어 예진표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예진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mif.or.jp/vaccination/ 

 

접종 당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접종 하기 쉬운 복장(어깨가 보이는)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예약 취소에 대해서 

당일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예약 취소 연락처：080-2703-9003】 

 

https://support.mif.or.jp/vacc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