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 입니다.
4 월 25 일에 발출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오사카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6 월

20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이것에

따라

우리

시라에서도 5 월 31 일 까지로 연장하고 있었던 시 공공 시설의 휴관이나 이벤트
제한의 조치를 6 월 20 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선언의 발출로부터 5 주일이 경과해
신규

감염자수가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기세로
현재는

감소

경향에

있습니다.

단지

오사카부의 중증 병상 사용율은 지금도 높고 의료 제공 체제의 궁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계속해 감염 대책의 철저와 불요불급의 외출을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의 백신의 접종의 상황입니다만 일반인 65 세 이상의 고령자의
여러분을 대상으로 5 월 17 일 스타트했습니다. 이전 의료 관계를 비롯한 매우
많은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해가고 있어

접종수는 현재는 1 일

약 2,200 회 목표의 약 2,100 회를 넘는 페이스입니다. 7 월부터는 집단 접종
회장을 3 개장소 늘려 6 개장소에서 많은 여러분의 접종이 한층 더 잘
진행되도록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데 예약을 할 수 없는 불안한 분이 다수
계십니다. 6 월 3 일부터 7 월 이후의 접종 예약의 접수를 실시합니다만
예약을 접수하는 콜 센터의 회선수를 늘리는것과 동시에

전화

예약 시스템의 입력을

서포트하는 코너 설치 등 체제 정비를 정돈하는 중입니다. 예약할 수 있는
백신수도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가 연결되기 어렵다”
등 같은 혼잡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자택의 PC 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의 예약 시스템으로 부터의 예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의
여러분 분에게는 스마트폰이나 PC 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에게

서로 말을

걸어 예약을 도와 주시는 등 지원과 협력을 부탁합니다. 또 가지고 있어도
조작에 자신이 없는 분을 위해

예약 시스템의 조작 방법을 5 월 말에 전호

배포한 홍보 히라카타 6 월호 3 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시의 공식 YouTube 에서도

동영상 전송을 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백신은 앞으로도 충분한 양이 공급됩니다.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접종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당황해마시고 예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께 접종해 주실 수 있도록

시청 하나가 되어 임해 오므로

계속해서 이해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레이와 3 년 6 월 1 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