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노오시 

신종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3 회차 접종）안내 

18 세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접종권은 2 회차 접종부터 7 개월 경과후인 중순에 발송합니다. ※일부, 그 이전 접종이 있습니다. 

 

１、 사용 백신에 대해 ＜화이자사 제품 혹은 모더나사 제품＞ 

 

・１,２회차와 다른 백신도 접종가능합니다.（상호접종）  

・나라에서 공급되는 백신량에는 한계가 있고 접종장소에 따라 백신종류가 다르기때문에, 백신접종 종류를 

한정하면 희망하는 시기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 집단접종（３개 공공시설, 타츠미이마미아병원, ※테리하노사토 미노오병원）은, 모더나사 백신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백신은 원래 화이자사 백신이지만, 도중에 모더나사 제품으로 바뀝니다.  

 

２、 접종장소에 대해 

 

・시 집단접종회장, 개별의료기관 및 오사카후 대규모접종회장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의료종사자와 입원, 시설입소중인 분 등은 근무처와 입소시설 등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 각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되도록 2 회차 접종을 받은 곳에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자등 어디에서 접종하면 좋을지 모를 경우에는, 시 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３、 시의 집단접종에 대해 

 



미노오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종예약 접수를 개시합니다. 

＜대상＞１８세이상이며 2 회차 접종을 끝낸 분으로 8 개월 이상 정도가 지난 분, 또는 7 개월이 

경과한 ６５세 이상인 분 

＜예약접수개시일＞１월２５일（화）오전９：００부터 

＜예약접종일＞２월２일（수）부터 

＜백신＞모더나사 제품 

 

４、 오사카후 대규모접종에 대해 

 

미노오시가 나라에서 받는 백신 공급량에는 한정이 있기때문에, 되도록 대규모접종회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１）６개 회장 공통된 내용에 대해  

※추가접종（３회차 접종）접종권이 필요합니다. 

＜대상＞ 3 회차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오사카후 주민 

（18 세이상이며 2 회차 접종완료 후 어느 정도 접종간격 시간이 필요） 

＜예약방법＞당분간은 인터넷에 의한 예약한정 

＜사용백신＞모더나사 제품 

 

●오사카후청 제 1접종센터（오사카후 신별관 남관）  

【장소】오사카시 츄오쿠 오오테마에 ３ｰ１ｰ４３ （１월 하순 개시） 

 



●오사카후청 제２접종센터 （오사카후 신별관 북관）  

【장소】오사카시 츄오쿠 오오테마에 ３ｰ１ｰ４３ （１월 하순 개시） 

 

●오사카후청 사키시마 접종센터 （오사카후 사키시마 청사）  

【장소】오사카시 스미노에쿠 난코키타１ｰ１４ｰ１６ （２월 상순 개시） 

 

●오사카후 사카이 접종센터（법무성 쿄우세이켄큐쇼 오사카지부 체육관）  

【장소】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타데이쵸７−１０（２월 중순 개시 

 

●오사카후 신사이바시 접종센터 （신사이바시 SC ※구명칭：오사카 신사이바시 8953 빌딩）  

【장소】오사카시 츄오쿠 미나미센바３ｰ４ｰ１２ （２월 중순 개시 

 

●오사카후 타카츠키 접종센터 （간사이대학 타카츠키 뮤즈 캠퍼스）  

【장소】타카츠키시 하쿠바이쵸７-１ （２월 중순 개시） 

 

이후, 코로나백신접종실시 의료기관과 예약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미노오시 

홍보지인「모미지다요리」등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신정보는 미노오시 

홈페이지（QR 코드로 엑세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５、 미노오시 집단접종회장에 대해 

 



●세이난 쇼우가이 학습센터（세가와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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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건복지센터 （카야노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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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시 쇼우가이 학습센터（아오마타니니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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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별 접종장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접종후에는 이동하지 마시고 경과를 관찰하십시오 

 

수요일・목요일 13:20～15:00  

토요일 13:20～17:20 

일요일 9:50～11:50 13:50～15:50 

 

※접종일인 수・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집단접종 의료기관명 

https://minoh-bunka.com/seinan/
https://www.city.minoh.lg.jp/lifeplaza/lifeplaza.html
https://minoh-bunka.com/higashi/


・마쿠씨루 타츠미이마미아병원（이마미아 3-19-27） 전화：727-6861 

※병원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은 삼가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백신접종 콜센터 예약전용 다이얼（727-6861）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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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평일）9:00～17:30＞  

※예약전용 WEB https://coubic.com/kitaiseikyo/ 

 

＜접종일시와 접종인수는 각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６、 예약방법에 대해 

 

・손닿는 곳에 3 회차분 접종권（쿠폰권）을 준비하시고 예약해 주십시오. 

・접종권번호, 생년월일, 접종희망 장소와 일시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LINE･인터넷에서 예약하실 분은, 시 홈페이지에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집단접종회장을 예약할 경우 

① 신종 코로나백신접종 콜센터 예약전용 다이얼  

전화：072-727-6861 

접수시간：월요일～토요일（공휴일 제외）오전 9 시～오후 5 시 

https://coubic.com/kitaiseikyo/


대상회장：세이난 쇼우가이 학습센터, 종합보건복지센터, 히가시 쇼우가이 학습센터, 마쿠씨루 

타츠미이마미아 병원 

예약개시직후에는 전화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것이 예상됩니다. 미리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② LINE：미노오시 공식 LINE 어카운트 

LINE 애플리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고, 「친구추가」를 한 후에 예약해 주십시오. 

 

③ 인터넷：미노오시 홈페이지 코로나백신 접종예약 페이지 

QR 코드 링크 페이지（미노오시 HP）에 예약방법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개별의료기관을 예약할 경우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된 의료기관 정보는, 시 콜센터 예약 다이얼（072-727-6861）로 문의해 주십시오. 

접종일시와 접종인수는 각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백신은 화이자에서 모더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코로나백신 네비게이션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예약상황을 확인하신 후, 접종의료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접종장소를 정해 주십시오（예약시점에 정원에 달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２회차와 같은 장소에서 접종해 주십시오. 

 코로나백신 네비게이션  

https://v-sys.mhlw.go.jp/ 

 

▲는 원래 오시는 환자분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는 의료종사자 접수가능 

 

https://v-sys.mhlw.go.jp/


 의료기관 리스트（미노오시）   시외국번은 모두 072 

 병원명 주소 TEL 비고 

● 今井外科▲ 桜２－７－４７ 721-1313 접종은 토요일에만. 예약필요 

 前田内科クリニック 桜４－１１－１５箕面桜医療ビル２F 724-5177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いとうクリニック 桜４－１７－２５ 737-8011 원칙, 당원에서 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上ノ山内科▲ 桜６－４－１２ 724-7337 

예약은 월・목 12：00～13：30 

전화접수로만. 접종일은 부정기 

 
しみず医院 桜ケ丘１－５－１5 723-1233 

문의는 11：00～12：00 

전화가능 

 小池医院 桜ケ丘３－３－４ 722-5025  

● けあき会脳神経外科クリニック 桜ケ丘３－９－１９ 桜ケ丘クリニックビル１F 768-8430  

 
さくら通り循環器消化器内科▲ 桜ケ丘３－９－１９ 桜ケ丘クリニックビル 3F 725-6131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접종은 

일요일 예정 

● ふるかわ医院 桜井１－１－３ 722-0109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ふじもとクリニック▲ 桜井１－７－２０宝メディカルビル１Ｆ 737-7186 

당원에서 2 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의사진찰시 예약 

 辻医院▲ 桜井１－２７－４８ 720-2168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梅村内科クリニック▲ 桜井２－１０－３６－１０１ 721-1127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やすむらクリニック 桜井２－１１－５ 722-0061  

● 村田医院▲ 瀬川２－５－３ 700-7000 접종은 오전중에만 

 
まつうら内科▲ 半町３－１５－４７トータス箕面１F 721-8005 

되도록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いどぐちファミリークリニック▲ 半町３－１６－１ 722-5335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中西医院 半町４－１－２７ 722-2198 접종은 오전중에만 

 ハラノ医院▲ 新稲７－１４－１8 724-2010  

● 是成クリニック 如意谷１－５－１ 724-0166 예약은 전화접수로만 

 三木整形外科内科 如意谷４－５－１５ 724-8482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なかクリニック▲ 箕面５－１－５２みのおアルコスビル１F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ちぇ整形外科リハビリテーションク

リニック 
箕面５－１１－４ プラティアビル３F 725-1000 예약은 내원으로만 

 
やすふく内科クリニック 

箕面５－１２－７１  

パークプラザビル箕面１F 
725-8555  

● 久原医院 箕面６－１０－４３ 737-5031 예약은 11：00～12：00. 전화가능 

● 箕面正井病院 箕面６－４－３９ 721-3294 전화예약은 평일 월～금 13：00～14：30 

● 白藤診療所▲ 箕面６－４－４６みのおメイトビル１０１ 737-8910  

 島こどもクリニック▲ 箕面６－４－４６みのおメイト２０３ 720-0550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あねがわ内科▲ 箕面６－５－７くもんぴあ箕面ビル２F 724-3767  

● 石井整形外科 箕面６－５－７くもんぴあ箕面３F 722-0543  

 
のむらペインクリニック 箕面６－５－７くもんぴあ箕面３F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11：00～12：00 간만 전화로 접수가능 

● 
すま皮フ科クリニック 箕面６－５－７くもんぴあ箕面３F  

예약에 관한 것은 당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もみじ在宅診療所 西小路５－４－１８ 720-0050 예약은 내원접수（15:30～17:00） 

● もんた内科クリニック▲ 西小路５－５－１８ 722-5855 화・수 12：00～13：00（공휴일에는 변경있음） 

● 武田クリニック▲ 百楽荘２－２－１ 724-3555 접종시간은 12：00～13：00 

 箕面レディースクリニック分院 小

児科▲ 
牧落３－４－１０ 720-7172  

● かのう内科クリニック 牧落３－１４－１９ 737-6555  

 箕面レディースクリニック 牧落３－３－ 33 723-0351 여성분만 

● 相原病院▲ 牧落３－４－３０ 723-9019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中井胃腸科医院 稲１－１３－９ 723-8888 예약접수는 창구에서만 

 田中内科医院▲ 萱野３－５－７ 722-8611  

 船場西ばばクリニック▲ 船場西１－６－７３三羽鶴ビル２F 729-0148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首藤内科クリニック 船場西１－８－９ 728-7353  

 大黒医院▲ 船場西２－２－１ ニューエリモビル１Ｆ 727-5210  

 
大石クリニック▲ 

船場西３－６－３２ 

箕面船場クリニックビル３０２室 
728-0018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もりあきクリニック 船場西３－８－１１ＣＯＭプラザ１Ｆ 726-0078  

 ＣＯＭ内科クリニック 船場東２－５－４７ＣＯＭ３館４F 730-5600 접수시간 11：00～12：00 

 西本内科▲ 坊島３－１９－１１ 723-3450  

● さかもと医院▲ 坊島４－１－２４ Ｗ２－１０１ 724-2023 예약：평일 진료시간내 전화로만 

● きむらクリニックしんまち分院 森町中１－１－６箕面森町地区センター内 733-2255  



 
中川クリニックしんまち診療所 森町中３－９－７ 

070-1839-

9373 
예약접수 10:00～15:00 

 印どうメディカルクリニック 白島１－１５－５ 724-2824  

 ながい内科循環器内科クリニッ

ク 
白島１－２－１５ラポール白島３F 727-2121 접수시간 16:00～17:30 

 つちたにこどもくりにっく▲ 粟生外院１－１１－１９ 729-8882  

 ほそいクリニック 粟生外院１－４－１３ 727-0234  

 共立さわらぎ産婦人科（女性の

み） 
粟生外院６－３－５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うえだメディカルクリニック 粟生間谷西１－１－６ー２F 737-6865 접종은 월요일 오후 

● みなみクリニック▲ 粟生間谷西１－１－１２ 768-8120 예약에 관한 것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 荒木医院▲ 粟生間谷西２－６－４－１０１ 729-6563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かすがいクリニック▲ 粟生間谷西２－８－７－１０４ 729-5500  

● 仁寿クリニック▲ 粟生間谷西３－１５－１０ 700-1499 접종일은 월・목・토 오후. 예약필요 

● 横山スマイル内科クリニック▲ 粟生間谷西３－７－７ 726-4580  

 おざわクリニック▲ 粟生間谷西３－７－９シャトー野間１F 730-0721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 ガラシア病院 粟生間谷西６－１４－１ 729-2345  

● くさかクリニック▲ 粟生間谷東１－３３－３フィールズ箕面１F 749-3717 2022 년 2 월부터 개시. 전화예약으로만 

 みほクリニック 粟生間谷東５－２５－２３ 726-0909 창구접수로만 

● カンナ外院クリニック 外院２－１４－１ ＭＫビル２F 726-8739 전화접수로만.９：30～12：00 간 

● 内科外科にいみ医院 小野原西５－１２－３２ティンガルコート１F 735-7150 1/11 예약개시（내원만） 2/1～접종개시 

● 
滝沢小児科▲ 小野原西６－１２－１岩永ビル１F１０３ 729-3455 

전화예약 월～금요일 11：30～12：00 

접종일은 화・목요일 

● 石田クリニック▲ 小野原東４－２７－３３ドムス小野原１F 727-1177  

 すみ内科クリニック 小野原東５－２－８アネックス箕面１F 727-2100 당원에서２회 접종이력이 있는 분만 

 
砂田医院▲ 

小野原東５－４－１２ 

小野原サンハイツ１F－Ｂ 
728-9660 예약은 내원접수, 당원에서 접종을 끝낸 분 

※접종일시는 각의료기관의 진찰요일・시간 등을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７、 접종당일 소지품 등 

 

① 접종완료 증명서 

② 접종권（쿠폰권） 

③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예진표 

※번역된（17 개 언어）예진표를 보면서, 일본어로 된 예진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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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개호보험증, 재류카드 등） 

 

・ 동봉된 백신 설명서（별첨）를 잘 읽으시고, 접종당일에 접종완료증 ・ 접종권이 붙은 예진표와 본인 

확인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접종권・본인확인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접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추가접종（3 회차 접종）시 접종없이 예진만으로 끝나신 분은, 다시한번 접종권이 붙은 예진표 발행 신청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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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환과 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계신 분은, 미리 주치의와 상담해주십시오.  

・입원・입소중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시외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미노오시내 

코로나백신접종 개별의료기관 등에서 접종해주십시오.  

・단신부임 등으로 미노오시내에서의 접종이 어려운 분은, 사전에 체재지 시촌읍에 주소지외 접종 신고가 

필요합니다. １ ・ ２회차 접종을 주소지외（미노오시외）에서 마치신 분은, 추가접종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상세한 신고방법과 신고완료증 교부에 대해서는 시 HP 를 보십시오）. 

・이번에 송부한 접종완료증과 접종권이 붙은 예진표는, 접종이 시작될때까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인플루엔자 등 여타다른 백신을 접종한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2 주간이상의 시간간격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8、접종비용：무료 

 

단, 백신접종으로 몸상태가 나빠진 경우의 처치（당일 포함）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본인부담발생） 됩니다. 예방접종건강피해구제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후 환급과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부작용 문의 장소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치료중인 의료기관  

●야간・휴일의 경우에는, 오사카후에 설치된 전문상담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번호：06-6635-2047 또는 0570-012-336 

・상담접수시간：24 시간（토일공휴일도 대응）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밑에 적힌 번호로 팩스를 보내 상담해 주십시오. 

오사카후 신종 코로나백신 전문상담창구 

팩스번호：06-6641-0072 



접종후 진료체제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치료중인 의료기관 

●야간・휴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토요노지역 코도모 큐우뵤우센터（중학생 이하） 

전화 072-729-1981（진료전 연락불필요） 

평일：19 시～ 토요일：15 시～ 일요일・공휴일：9 시～  

모두 다음날 ６：30 까지 접수（혼잡한 상황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미노오시립병원 전화 072-728-2001（진료시 연락필요）  

토요노지역 코도모 큐우뵤우센터 진료시간 이외 

 

9、연락처 

 

신종 코로나백신 접종 콜센터 

문의 전용 다이얼：072-727-6865 

월～토요일〔공휴일 제외〕오전９시～오후 5 시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와 청각에 장애가 있어 전화로의 문의가 어려운 분은, FAX 와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FAX：072-727-3539 メール：covid19kenkou-soudan@maple.city.minoh.lg.jp 

 

다언어 상담 

●다언어로 된 미노오시 신종 코로나백신 접종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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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ty.minoh.lg.jp/kenkou/covid19vaccine/index.html#english 

 

●다언어 상담은 미노오시 국제교류협회 MAFGA 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노오시 국제교류협회（MAFGA） 

전화：072-727-6912 

Email：soudan@mafga.or.jp 

url：https://portal.mafga.or.jp 

 

미노오시 건강복지부 지역보건실 

전화：072-727-9507  

FAX：072-727-3539 

 

 

mailto:soudan@mafga.or.jp
https://portal.mafg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