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메시지(연말 연시에 대응)

히라카타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레이와 3 년 거이 끝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인
일년이 되었습니다만 시민의 여러분께서는 여전 감염 방지책에 협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의 신형 코로나 감염 제 5 파를 거쳐 감염자가 감소되여

사회는 조금씩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만 12 월에 들어가고 오미쿠론에 의한 감염의
확대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델타에 비해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고
여겨져 국내에서도 시중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부터

이후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오미쿠론의 감염이 확인되어 당분간은 검사 대상을 넓히는 등
하고 대응을 실시해왔지만

연말연시 기간 중으로도 원활히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직원 체제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연계를 도모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감염한 경우의 중증화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도 희망되는 시민의
여러분이 3 회째의 백신 접종을 될수록 빨리 받게 되도록
12 월에 접종을 개시하고 대상자에 순서로

우리 시에서도

접종권을 우편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의료 종사자나 고령자 시설에 입소되고 있는 분 그리고 65 세
이상의 고령자의 여러분 등 일부의 대상자 분에게는
8 개월보다 짧은 간격으로

2 회째 접종으로부터

접종할수 있도록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현재

배부하고 있는 “홍보 히라카타 1 월호”에는 앞당김 결정 전의 스케줄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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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는 가족을 비롯하여 친한 친구 등과 외출이나 즐겁게 대화를 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동시에 감염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될수있는 한

많은 분이 한자리에 모이지 마시고 회화시의

마스크 착용이나 방의 정기적인 환기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의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다시 협력을 부탁합니다. 또 컨디션의 변화나
감염이 신경이 쓰였을 때는 “신형 코로나 진찰 상담 센터”(전화 072-8411326)에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오는 2022 년 레이와 4 년이 시민의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일년이 되도록
“반드시 넘는다 코로나의 앞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되고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레이와 3 년 12 월 28 일
히라카타 시장시 후시미 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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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도 시청 하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