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백신 패스포트)가 새로워집니다



스마트폰 전용 어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021 년 12 월 20 일부터）
해외용과 국내용 증명서 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고야시

증명서는

접종일에

나고야시

주민표가

있으신

분（나고야시가

발행한

쿠폰권으로 백신을 접종하신 분）께 발행됩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신청은 전자증명서, 우송에서의 신청은 종이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접종완료증이나 접종기록서도 지금처럼 증명을 위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신청（※마이넘버가 필요）
①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한다.
※기능이나 OS 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②

어플에서 마이넘버와
패스포트(해외용만 필요)를 사용하여 신청한다

③

어플 상에 증명서(전자)가 교부된다.

App Store (iOS)

Google Play (Android)

※조작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청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던지 웹 폼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어플 상에「자치단체에서의 신청이나 문의가 필요」라고 표시된 때나 발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나고야시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우송으로 신청（마이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등）
① 필요서류를 우송한다.
□ 신청서
나고야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ity.nagoya.jp/kenkofukushi/page/0000143335.html

□ 쿠폰권 사본（반드시 쿠폰권 번호 부분을 복사해 주십시오）
없는 경우는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 통지카드, 주민표 등）의 사본

□ 패스포트 사본（해외용만 필요）

□ 반송용 봉투
(봉투에 반드시 우표를 붙여서 주소와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속달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속달분의

우표를

붙여서

봉투에

빨간

글씨로

속달이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 반송처 주소가 확인가능한 본인 확인서류의 사본
（국내용의 경우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의 사본）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패스포트에 이전 성・다른 성・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이전

성도

적혀

있는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호적, 주민표 등）



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는 본인 서명의 위임장
（우송처）

〒460-8781 名古屋市中区錦 留
名古屋市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証明書発行センター

② 종이 증명서가 교부된다.（서류가 시청에 도착 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서류가 부족한 경우나 접종기록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전화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전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것 (조작 방법 등)】

디지털청 웹사이트 또는 웹 폼
（일본어）
https://www.digital.go.jp/policies/posts/vaccinecert
디지털청 웹사이트

【종이증명서 발행, 증명서 내용에 관한 것】

나고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콜센터
전화：050-3135-2252 월～금요일 오전 9:00～오후 5:30（공휴일・12/29～1/3 을 제외）
※2022 년 ２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이용 가능합니다.
【증명서 제도 전반에 관한 것】

후생노동성 신종 코로나 백신 콜센터 (일본어)
전화：0120-761-770 오전 9:00～오후 9:00 (토・일・공휴일도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