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예약방법（사전준비）

• 수령하신 접종권을 준비하시고, 빨간 테두리안의접종권번호와 성명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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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접종권 견본

접종권번호 (10자리)

성명



WEB예약방법（로그인）

• 접종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2

1

３

２ ②생년월일 입력
（예:1990년1월1일의 경우 →19900101）

①접종권번호 입력

③클릭



WEB예약방법（메일주소 등록）

• 메일주소를 입력해주십시오. 2회 입력해주십시오.
※메일주소는 본인확인 및 예약내용확인과 재해로 인한 중지와 같은 긴급연락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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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메일주소를 입력해주십시오. 같은주소를 2번 입력해주십시오.

※휴대폰의메일주소를이용하실경우, 설정에의해메일수신이
불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 지정수신설정이되어있는경우에는
도메인”v-yoyaku.jp”이수신가능하도록설정해주십시오.

②클릭하시면 입력하신
메일주소로 메일이 송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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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WEB예약 방법（대기 화면）

게이지가 채워지면 로그인 화면
으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순서대로 안내드리기 때문에 예약화면에 「대기 화면
（순번 대기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러가 아니므로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고침・F5키를 누르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도착한 메일을 바로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해주십시오.
※30분이 지나도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다른 메일주소로 등록해주십시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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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예약방법（메일주소 등록）

「메일주소입력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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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メールは 大阪市 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接種予約受付システムから
メールアドレス確認のため送信しています。

接種券番号： 9876543212 様

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接種予約受付システムのご本人確認のために
登録頂きま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確認のメールをお届け致しました。

24時間以内に下記のURLを開いてログインしてください。

https://○○○○○○○○○○○○○○○○

24時間を経過するとメールの確認は無効になります。
その場合は改めてメールアドレスを登録してください。

このメールは送信専用のメールアドレスから配信されています。
このメールへの返信はできませんのでご了承ください。

———————————————————————
大阪市 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接種予約受付システム
https://v-yoyaku.jp/271004-osaka
———————————————————————

• 송신된 메일에 적힌 URL（빨간테두리）로 다시 로그인해 주십시오.

WEB예약방법（메일주소 등록）

메일 송신 후 24시간이내에

로그인해 주십시오.

접종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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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접종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WEB예약방법（로그인）

1

３

③클릭

①접종권번호 입력

２
②생년월일 입력
（예:1990년1월1일의 경우 →19900101）



WEB예약방법（계정정보등록）

• 성명을 입력합니다.

1

2

①성명입력

②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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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지 마십시오.



WEB예약방법（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예약등록(신규예약・변경・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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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예약・변경」

「1회차 예약」

「2회차 예약」

「예약상황」

「계정정보」

「계정정보 변경」

「마이페이지」



WEB예약방법（예약）

• 마이페이지에서 첫 회 예약을 합니다.

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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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예약방법（예약）

• 희망하시는 접종장소를 선택합니다.

1

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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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예약방법（예약）

• 접종장소를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

４

３

1

①희망하는 검색조건 입력

※필수입력항목은 아닙니다.

④클릭

③희망하는 접종장소에☑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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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 장소명을 입력하여 검색

목록에서 접종장소 소재지의 구를 선택

주소입력후 검색

입력날짜의 예약이 가능한 장소검색

가타카나로 장소명을 입력하여 검색

②클릭
２



WEB예약방법（예약）

• 달력에서 희망하시는 날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①접종희망날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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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예약방법（예약）

• 희망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주십시오.

2

②접종희망시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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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예약방법（예약）

• 첫 회 예약을 확정합니다.

2

✔
1

①1회차 접종에☑체크해 주십시오.

※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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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대상자」

「접종장소명」

「백신 종류」

「예약날짜」

「예약확정」 「이 화면을 닫음」

２

②클릭



WEB예약방법（예약）

•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약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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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예약내용을 PDF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약표는 접종 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WEB예약방법（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예약의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약을 변경하시는 경우, 이곳을 클릭해주십시오.
※첫 회 예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예약취소(캔슬)하시는 경우,
이곳을 클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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