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세요.히라카타시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 입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로는 3 월 30 일에 도쿄도를 웃도는 신규 감염자수를 기록한 이후 병상의 궁핍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 병상 사용 률”이 70%를 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4 월 7 일에 “의료 비상사태”를 선언해 전 부민에 대해 불요불급의 외출 

자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일과 14 일에 부내의 8 개의 시나 마을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도쿄 올림픽 

성화릴레이도  공도에서의 주행이 중지가 되었습니다.히라카타시에서는 13 일에 14 명의 

러너가 히라카타 숙소나 히라카타시역 앞을 지나가는 이벤트도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운 때이기 때문에 시민의 여러분을 기운을 북 돋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감염 

대책에 만전의 체제를 갖추면서 준비를 진행해 온 만큼 무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나 길가에서의 응원을 기대하시고 있었던 여러분  러너의 여러분, 개최를 향해 

진력해 주신 관계자의 여러분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내의 감염 상황의 특징은 제 3 파를 웃도는 속도로 급격하게 감염이 퍼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고령자의 감염이 많았던 1 월에 비해 젊은이의 감염 비율이 높습니다. 

3 월 29 일부터 4 월 4 일의 1 주일로는 그 앞의 주의 배가 되는 109 명이 감염해  그중 

35 퍼센트에 맞는 39 명이 20 대였습니다.  또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감염 

경로의 파악은 중요합니다만  경로 불명의 감염자가 61 명과 전체의 반수를 넘어 전에 

없이 높은 비율인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감염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 경로의 파악과 같은 

역학 조사는 물론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상담을 하여 요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자수는 3 월 23 일에 48 명이었던 것이 2 주일 

후의 4 월 8 일에는 약 4 배의 203 명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는 계속해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  소셜 디스텐스와 같은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이상의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불요불급의 

외출 자숙”의 철저에 아무쪼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4 월 5 일부터 차례로 65 세 이상의 여러분께 접종권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중에 도착해 있는 쪽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에의 4 월분 백신 할당 양은 약 1000 인분과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소되고 있는 쪽을 우선해서 실시하는 것에 이해해 주세요. 예약 

접수나 시민 회관 등에서의 집단 접종 의료 기관으로의 개별 접종은 5 월 개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분간 기다려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 4 파의 감염 확대는 전에 없이 급격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만  시민 생활을 지켜 

빼기 위해 앞으로도 시청이 

하나가 되어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레이와 3 년 4 월 12 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