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노오시

신종 코로나 백신 집단접종 안내

사용 백신에 대하여

지금까지 미노오시 집단접종회장에서는 화이자를 사용했지만,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번 미노오시내 공공시설 3곳에서의 집단접종은 다케다/모더나 백신을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집단접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입니다.

１、접종 예약 접수 시기에 대해

(1) 미노오시 집단접종에 대해

미노오시에서는 16세 이상인 분의 접종 예약을 개시합니다.

미노오시 집단접종은 국가.부의 대규모 접종 종료에 맞추어 11월말로 종료될 예정입니

다.

＜예약접수개시일：９월２９일（수）오전９：００부터＞

＜예약접종일：１０월９일（토）부터＞

＜백신：모더나＞

●16세 이상（200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접종일 당일에１５세이하인 사람은 개별접종만 가능합니다.



２、예약 방법에 대해

접종권 (쿠폰권) 을 준비하시고 예약해 주십시오.

접종권번호, 생년월일, 접종 희망 장소와 일시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LINE·인터넷에서의 예약은 시 홈페이지에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집단 접종 회장을 예약할 경우

①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예약 전용 다이얼

전화：072-727-6861

접수시간：월요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5시

대상회장： 세이난 평생학습센터, 종합보건복지센터, 히가시 평생학습센터, 마쿠 씨루

（McSYL）타츠미 이마미야 병원
예약 개시 직후는 전화나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②LINE：미노오시 공식 LINE 어카운트

LINE 어플리 카메라로 QR코드를 찍고 「친구 추가」 를 한 후에 예약해 주십시오.

③인터넷： 미노오시 홈페이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페이지

QR코드 링크 페이지 (미노오시 홈페이지) 에 상세히 예약 방법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３，대규모 접종회장을 예약할 경우

국가에서 미노오시로 공급되는 백신량이 적으므로, 가능한한 대규모 접종회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① ㅇ오사카부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백신：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장소：마이돔 오사카

예약방법：Web또는LINE한정

문의전화：06-6442-6000（모더나）06-6442-6050（아스트라제네카）

※임산부 및 그 파트너를 위한 접종예약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자위대 오사카 대규모접종센터

（백신：모더나）

장소：오사카부립 국제회의장（그랑큐브 오사카）

예약방법：Web・LINE또는 전화

문의전화：0570-080-770

대상：１８세부터３９세

③ 오사카부청 신별관 접종센터（가칭）

（백신：모더나）

장소：오사카부 신별관 남관（오사카시 중앙구）

예약방법：인터넷（조정중）

문의전화：06-6442-6000



대상：①오사카부에 주민표를 가진 고등학교 ３학년 이상, 대학 등을 위한 수험생

（토・일）

②오사카부에 주민표를 가진 ４０대・５０대（수・목 금）

④ 오사카부 다이도우세이메이접종센터（가칭）

（백신：모더나）

장소：다이도우세이메이 오사카 본사 빌딩（오사카시 니시구）

예약방법：인터넷 (조정중)

문의전화：06-6442-6000

대상：오사카부에 주민표를 가진 ４０대・５０대

4、접종이 가능한 장소

（１） 집단 접종 회장 ＜백신：모더나＞

（１２～１５세는 집단접종회장에서 접종할 수 없습니다）

·세이난 평생학습센터 (세가와3-2-5)

https://minoh-bunka.com/seinan/

·종합보건복지센터 (카야노5-8-1)

https://www.city.minoh.lg.jp/lifeplaza/lifeplaza.html

·히가시 평생학습센터 (아오마타니니시3-1-3)

https://minoh-bunka.com/higashi/



※남녀별로 접종할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접종후에는 이동하지 말고 경과 변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실시 요일 및 접수 시간

토요일 13:20～16:30

일요일10:10～11:40 13:50～15:20

※접수시간은 접종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２） 집단접종의료기관 ＜백신：화이자＞

·마쿠 씨루 （McSYL）타츠미 이마미야 병원 (이마미야3-19-27)

전화：727-6861, 727-6865

＜접수（평일）9:00～17:30＞ ※16세 이상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예약 전용 다이얼 (727-6861)·문의 전용 다이얼 (727-

6865) 」 로 전화해 주십시오.

·테리하노사토 미노오 병원 (시모토도로미 561) 전화：739-0501

＜１２～１５세는 토요일 1시간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용WEB페이지https://coubic.com/kitaiseikyo/

※접종 일시나 접종 인원수는, 각 의료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３） 경보・재해시 신종 코로나 백신 집단접종회장 중지 판단기준에 대해

＜중지 기준＞

※단, 결정 시간 이후의 접종 실시중 기상상황 등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

자기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지될 경우에는, 시민안전메일, LINE, HP,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접종 시간내에는 각

회장에 지역보건실 직원이 찾아가 방문객들에게 대응하겠습니다.

5、접종 당일 소지품 등

① 접종권 (쿠폰권)

② 필요사항을 기입한 예진표

③ ※번역된 예진표 (17개 언어) 를 보면서, 일본어로 된 예진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tagengo.html

④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개호보험증, 재류카드 등)

⑤ 약 수첩 (있을 경우)

구분 접종요일 결정시간 판단기준

풍수해 토요일 당일 오전１１시 현재 ・폭풍경보 ・특별경보

・폭풍설경보일요일 당일 오전７시 현재

지진 토요일 당일 오전１１시 현재 ・진도５약 발생에 따른

재난소 설치시일요일 당일 오전７시 현재



·접종권이 없으면 접종할 수 없습니다.

·예진표는 전날 또는 당일에 접종 동의란 이외의 란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접종권은 회장에서 관계자가 예진표에 붙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발열이 있을 경우 접종할 수 없습니다. 접종 회장에 오기전에 체온을 측정해 주십시오.

·팔 상부에 접종합니다. 어깨 부근을 내보이기 쉬운 복장으로 와주십시오.

·접종후에는 컨디션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시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2회차 접종을 받기 위한 예진표는, 1회차 접종을 받은 접종 회장·진료소에서 받아 주십

시오.

6、접종비용：무료

단, 백신접종으로 몸상태가 악화되어 받은 처치 (당일 포함) 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

담발생) 이 적용됩니다. 예방접종건강피해구제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후 환급과 배

상의 대상이 됩니다.

（１） 부작용 문의 장소

●접종받은 의료기관 및 전임 의료기관

●야간・휴일의 경우에는, 오사카부가 설치한 전문상담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번호：06-6635-2047 또는 0570-012-336

・상담접수시간：24시간（토일 공휴일에도 대응）

・청각이 불편하신 분은 아래의 팩스번호로 상담해 주십시오.



오사카부 신종 코로나 백신 전문상담 창구

팩스번호：06-6641-0072

(2) 접종후 진료체제

●접종받은 의료기관 및 전임 의료기관

●야간・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노광역 코도모 큐우뵤우센터 (중학생 이하)

전화 072-729-1981（진료전 연락 불필요）

평일：19시～ 토요일：15시～ 일요일・공휴일：9시～

모두 다음날 ６：30까지 접수（통화중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미노오시립병원 전화 072-728-2001（진료시 연락필요）

토요노광역 코도모 큐우뵤우센터 진료시간외

기초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코로나 접종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단신부임 등 미노오 시내에서의 접종이 어려운 분은, 미리 체재지 시읍면에 주소지

외 접종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이나 신고를 끝낸 증명서 교부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콜센터 문의 전용 다이얼072-727-6865로 문의해 주십시오. )



백신 접종은 중복해서 예약하지 마십시오. 중복해서 예약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쪽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 실시 의료기관이나 예약 방법 등에 관한 소식은 미

노오시 홍보지 「모미지 다요리」 나 개별 통지 등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최신 정보는 미노오시 홈페이지 (QR코드로 액세스) 에서도 볼 수 있

습니다.

７、연락처

(1)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문의 전용 다이얼072-727-6865

월~토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5시

전화연결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로 인해 전화로 문의가 어려운 분은 FAX와 메일로도 문의가 가

능합니다.

FAX： 072-727-3539

이메일： covid19kenkou-soudan@maple.city.minoh.lg.jp

(2) 다국어를 통한 상담은 미노오시 국제 교류 협회 MAFGA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노오시 국제 교류 협회 (MAFGA)

전화： 072-727-6912

Email： soudan@mafga.or.jp

url： https://portal.mafga.or.jp

(3) 미노오시 건강복지부 지역보건실

전화： 072-727-9507

FAX： 072-727-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