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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백신 접종센터> 등에 관한 정보(홋카이도 백신 접종 
WEB 예약 사이트) 

 

<홋카이도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이시카리진흥국 관내 시정촌(삿포로시, 에베쓰시, 치토세시, 에니와시, 기타히로시마시, 

이시카리시, 도베쓰초 및 신시노쓰무라)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사용하는 백신은 다케다 / 모더나 백신입니다.) 

 

※ 본 접종센터의 신규(1차) 예약 접수는 종료되었으며 9월 24일(금) 이후에는 2차 접종만 

가능합니다. 

 

＜대상자＞ 

1 차 접종을 본 접종센터에서 받은 분으로, 2 차 접종 날짜를 지정한 분에 한합니다. 

 

＜접종장소＞ 

호텔 에미시아 삿포로(삿포로시 아쓰베쓰구 아쓰베쓰추오 2 조 5 초메) 

※ 센터 개요는 아래링크에서 참조해 주십시오. 

www.pref.hokkaido.lg.jp/hf/kst/covid/62288.html（일본어만） 

 

＜접종접수시간＞ 

월・수・목・토・일： 10 시 00 분～17 시 00 분 

화・금：       12 시 30 분～19 시 30 분 

  

＜유의사항＞ 

· 1 차접종 28 일 후 같은 시각에 2 차접종이 가능한 분만 대상이 됩니다. 

· 접종회장(호텔 에미시아 삿포로)에서는 예약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예약하지 않은 분이 직접 접종장소를 찾아오셔도 백신접종을 받지 못합니다. 또 호텔로의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접종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https://www.pref.hokkaido.lg.jp/hf/kst/covid/62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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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의 홈페이지＞ 

삿포로시：www.city.sapporo.jp/2019n-cov/vaccine/index.html  

※ 전화예약도 받고 있습니다.（전화번호 050-3684-9238） 

에베쓰시：www.city.ebetsu.hokkaido.jp/site/corona/86777.html  

치토세시：www.city.chitose.lg.jp/docs/19168.html 

에니와시：www.city.eniwa.hokkaido.jp/coronajyohou/wakutinsessyu/12155.html 

기타히로시마시： www.city.kitahiroshima.hokkaido.jp/hotnews/detail/00141855.html 

이시카리시：www.city.ishikari.hokkaido.jp/soshiki/74/63387.html 

도베쓰초：www.town.tobetsu.hokkaido.jp/site/wakuchin1/ 

신시노쓰무라：www.vill.shinshinotsu.hokkaido.jp/hotnews/detail/00000913.htm 

 

＜휴대폰 매장의 백신접종 온라인예약 지원＞ 

 도코모 매장, au 매장, UQ 스팟, 소프트뱅크 매장 및 와이모바일 매장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의 온라인 예약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온라인 예약 시 「입력지원」입니다. 실제의 입력이나 예약신청은 백신 희망자 본인이 

해 주십시오. 

온라인예약 접수기간중임을 확인하신 후 휴대폰 매장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은 접종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덧붙여 스마트폰 등의 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예약 특설사이트가 혼잡하거나 

휴대폰 매장이 혼잡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홋카이도 백신 접종 센터 WEB 예약 서포트 다이얼＞ 

전화번호：050－3851－0181 

접수시간：9：00～18：00（화요일, 금요일은 오후 20 시 30 분까지） 

※일본어전용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는,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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