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백신 여권）

신청 수속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백신 여권）（이하 「접종 증명서」라고 함）는 해외여행 및 기타 사정으
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분들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분
간 해외여행 시에 사용할 경우만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시의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나라・지역 및 완화 조치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피접종자의

해외여행
예정하는 분

１ 접종 증명서 기재 사항（일본어・영어 병기）

２ 센다이시의 발급 대상자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이사하고, 1차 혹은 2차를 센다이시 이외 자치단체가 발행한
접종권으로 접종한 경우, 2회분의 접종 증명서를 받으려면 양쪽 모두의 자치단체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1차를 A시, 그 이후에 이사하고, 센다이시에서 2차 접종한 경우,
→접종 증명서는 A시와 센다이시 양쪽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３ 발급에 대하여
신청 시에 동봉해 주신 반신용 봉투로 우편 발급합니다.

또한, 센다이시에서는 신청서 접수부터 발송까지 1주일정도 걸립니다.

다만, 접종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접종 기록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1 개월반부터 2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종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점에
센다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센다이시가 발행한 접종권으로 접종한 분」
혹은
「의료 종사자 우선 접종자로 접종한 분」

아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증명서이미지）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국적

④여권번호

⑤접종 정보
（접종일, 횟수，백신 종류 등）

센다이시



５ 주의사항 등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없으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1회 신청으로 1부만 발급됩니다. 

●해외여행 예정이 있는 등,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증명이
필요할 때는 접종 시에 받은 예방 접종필증（쿠폰권（접종권）오른쪽 부분）이나 접종기록서（의료 종사자
등이 접종권 부착 예진표로 접종했을 때 받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생 노동성

코로나19 백신 콜센터

●발급 수속 등에 대해

4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 수신인（우편번호와 이름만으로 도착합니다）

〒980-8671
仙台市役所健康福祉局 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接種推進室 管理担当 앞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신청서
（필요사항 기입 필）

●여권 사본
（유효 기간 내 것）

●수신인 주소와 이름이 명기된 신분증 사본

신분 사항 기재 페이지를
판독가능한 상태로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공과금 영수증, 우편물 등

○○○ー○○○○

○○○ー○○○○

●반신용 봉투
（수신인 주소와 이름을 기입）

우표 붙임（장３ 사이즈 봉투는 84엔）

■필수 구비 서류

●쿠폰권 사본（「예진만」의 부분 등, 접종 후에 남아 있는 부분）

●예방 접종필증, 접종 기록서 혹은 예진표 사본

여권에 구성・별성・별명 기재가 있는 경우
구성・별성・별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류도 필요

■대리인 신청 시의 구비 서류
（위의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본인 서명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문의처■

●접종증명서 의의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0120-761-770
【접수시간】 9：00～21：00（토・일・축일에도 접수）

신청은 우송으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아래 주소에 우송해 주십시오.

어느 하나
단, 모두 분실한 경우,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자의
본인확인서류 사본이 필요

0120-39-5670
【접수시간】 8：30～19：00（토・일・축일에도 접수）(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센다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접종 전용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