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포인트！

•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백신 쿠폰권”과
“코로나19 백신 안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안내”는 첨부물과 같은 형태입니다).

•

재류카드에 표시된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고 계시면
백신 쿠폰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가서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①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コロナ(코로나19)”와 “ワクチン(백신)”, 또는 둘
중 하나가 적힌 봉투를 반드시 열어서 동봉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백신

개봉

② 코로나19 백신 쿠폰권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백신 쿠폰권을 언제 받게
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지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등).
③ 재류카드에 표시된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고 계시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가서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④ 코로나19 백신 쿠폰권을 받으시면 “코로나19 백신 안내”의 내용에 따라 예약을
하고 백신을 접종해주세요.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1)에서 (4) 중
어디든 문의해주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지원센터

코로나19 백신 쿠폰권을 받은 후 어떤 의문 사항이든
있으시면 아래 (1)에서 (4) 중 어디든 문의해주세요.

문의

(1) 지역 지방자치단체
봉투 겉면의 번호로 전화해주세요.
(2) 코로나19 백신 콜센터 (후생노동성)
전화번호: 0120-761-770 (프리다이얼)
운영 시간: 9:00 - 21:00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도 운영합니다)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9:00 - 21:00
태국어:
9:00 - 18:00
베트남어: 10:00 - 19:00
(참고)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한 코로나19 관련 문제 전화
상담 서비스
• 코로나19에 관한 후생노동성의 상담창구
전화번호: 0120-565-653 (프리다이얼)
운영 시간: 9:00 - 21:00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도 운영합니다)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9:00 - 21:00
태국어:
9:00 - 18:00
베트남어: 10:00 - 19:00

(3) 외국인재류지원센터 FRESC 헬프 데스크
전화번호: 0120-76-2029 (프리다이얼)
운영 시간: 9:00 - 17:00 (주중만 운영)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크메르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프랑스어, 싱할라어,
우르두어, 벵갈어
(4) 지역 상담 창구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4512.pdf

・일본어
かね

・영어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5173.pdf

* 이용 가능한 언어는 상담 창구에 따라 다른 점을 유의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 나비”도 참조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 나비” 웹사이트 주소: https://v-sys.mhlw.go.jp
•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백신 접종 장소를 찾지 못하셨다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주십시오.
• 코로나 백신 나비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에서 준비한 자료는 가이드로만 이용해 주세요.
지자체에서 받게 되실 안내는 이 자료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후생노동성에서 준비한 자료는 가이드로만 이용해 주세요.
지자체에서 받게 되실 안내는 이 자료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