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세요.히라카타 시장인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4월 7일부터 오사카부에 발령되고 있었던 “긴급사태선언”이 5월 21일에 간신히 

해제되었습니다. 

초중학교의 아동 학생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전국적인 감염 확대를 받아  3월 2일에 

갑자기 학교가 휴교가 되어 친구와 만날수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할수도 없는 등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되였었습니다. 

보호자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앞이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헤아릴수없는 긴장과 

불안이 있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협력에 다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시내의 감염은 적어져 오고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감염확대가 염려되고있으니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장기에 걸쳐 이 바이러스와 함께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의 착용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확보하고  세세하게 

손을 싰는등을 실시해주세요. 자신은 무증상이어도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감염하고 있으면 …”라는 의식으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대처를 항상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한편 아동 학생 여러분은 장래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체력 

사람과의 관계 쪽 등을 몸에 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도  계속의 감염 

방지의 대처와 학교의 재개를 병행해서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히라카타시에서는 초중학교의 6월 15일의 본격 재개를 향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확실히 감염 예방을 실시하고 급식이나 클럽 활동도 

재개할예정입니다. 또한 준비 기간으로서 6 월 1 일부터  분산 등교에 의한 단축 

수업으로 해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 개월 가까이에 걸쳐 휴교가 되었으므로  수업 등 학교 활동에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이 지연을 되찾기 위해서 토요일의 수업이나 여름방학 겨울 

방학의 단축도 실시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동 학생 여러분에게는 기대하고 있던 

장기 휴가가 단축된것은 유감일것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안한 기분으로부터 등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택에 

있으면서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학교의 모두와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도록 PC나 타블렛 등을 활용한 학습 환경의 정비를 한층 더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생각입니다. 

또 히라카타시로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서포트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만약  학교에 상담하기 어려울 때는 “시장에게 제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써주시면 저한테  직접 도착합니다. 꼭 이용해 주세요. 

학교가 재개할 수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활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학교에 

밝은 소리가 울려 웃는 얼굴 가득히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