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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5～11 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의무는 아닙니다. 신중한 대응을 바랍니다◆
보호자 분들께
자녀의 접종에는 보호자의 동의(접종권 일체형 예진표에 서명)와 입회가 필요합니다. 미리 접종권에 동봉된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공지”(후생노동성 작성),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형 코로나 백신
Q＆A” “화이자사의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설명서(소아<5~11세> 접종용)”, 일본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5세~11세 소아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생각”, 화이자(주)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는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을 검토중인 5세이상 자녀의 보호자 여러분께” 를 보시고, 불안을
느끼시는 분은 주치의 등과 의논하신 후, 접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2월24일 시점의
정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5～11세 시민에게 접종권 발송
・2010년3월7일～2017년3월6일에 태어난 분＝2월25일에 발송 종료（접종권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문의）
・2017년3월7일 이후에 태어난 분＝5세 생일을 맞이하는 월 하순에 순차적으로 발송함
우선 예약
만성 호흡기 질환・선천성 심질환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초질환을 가진 어린이로, 접종을 원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콜센터에서 우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비고 예약 방법・실시일 등 상세한 것은, 접종권에 동봉된 안내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 참조
▽문의: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042-313-7003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 오전9시～오후5시）
※청각 장애자 또는 전화소리가 잘 들리지않는 분은 FAX 042-313-7754을 이용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염에 주의！ 마스크 착용・3 밀 피하기・손씻기 등 감염예방 지속을！
●다마시 신형 코로나 전화 상담 실시중!
예를들어,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온다” “가까운 사람의 코로나 감염, 나는 밀접
접촉자인가？” 등
보건사 등이 보건소와 연계하여 상담에 응합니다.
▽상담기간: 3 월 31 일（목）까지의 월～토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일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시내 거주자
▽상담 전화: ☎042-376-9111 ※ 먼저, 「신형코로나 전화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의: 건강추진과 ☎042-376-9111
●자택 요양자 분들께 식료품・일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월～금요일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신형 코로나 물자 지원전용 다이얼 ☎080-7999-9680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함께 탈탄소 사회를 지향합시다！
시와 다마시의회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전력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9 년에 '다마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표명하고 가능한 일부터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 사이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에 의한 재활용의 추진, 마이 백이나 마이 보틀 지참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삭감 등,
손쉬운 것부터 임해 나갑시다.
▽문의: 환경정책과 ☎042-338-6831 쓰레기 대책과 ☎042-338-6836

파르테논 다마 리뉴얼 3 월 27 일（일） 프리오픈！
●파르테논 다마 프리오픈 기념 스페셜 이벤트
이벤트 명

일시

장소

대상

정원

헬로키티와 그림책을
즐겨요！

3 월 27 일（일）・29 일（화）오전 9 시 15 분

어린이 광장 OLIVE

초등학교 2 학년까지의
어린이와 그 보호자

10 조 20 명

3 월 27 일（일）오후 1 시 15 분・3 시 15 분

그린 라이브 센터

3 월 28 일（월）・30 일（수）오전 9 시 15 분

어린이 광장 OLIVE
다마 중앙공원

헬로키티와 꽃을
심어요！
헬로키티와 공원에서
놀아요！

3 세～초등학교 2 학년
어린이와 그 보호자

8 組 16 人
10 조 20 명

신청・문의 3 월 17 일（목）까지 공식 홈페이지의 인터넷 수속으로, 경제 관광과 ☎042-338-6830 로
※응모자 다수의 경우는 추첨. 추첨결과는 3 월 22 일（화）까지 응모자 전원에게 통지.
※상세한 것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다마시 도서관으로부터의 소식
다마시 도서관에서는 외국어 그림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외에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의 그림책도 있습니다.
＜추천 그림책＞
『Jeeper the Fire Engine 소방차 지프터（영어판）』
와타나베 시게오/작, 야마모토 타다요시/그림, 제이린・모리, 수잔・하울렛/번역, 알아이시 출판
작은 소방 자동차 지프터는 언제나 사다리차나, 구급차들과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차들은 불이 나면 대활약을
하지만, 낡은 지프를 개량한 작은 지프터는 화재가 발생해도 “출동하라!” 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지프터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
다마시와 연고가 있는 작가 와타나베 시게오 씨의 그림책. 작은 지프터가 활약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자기를 중첩시켜
눈을 반짝입니다. 또 어른들까지 힘나게 합니다.

▽문의: 다마시립 도서관 ☎042-373-7955

휴일진료 당번의사

9:00～17:00

다마시 의사회: http://www.tama-med.or.jp/toban/

3/13(일) 사사베 의원
☎042-375-7313
세키도 4-9-2 콤포트 세이세키 １・2 층

4/3(일) 나카무라 내과 의원
스와 5-10-7

3/20(일) 나가야마 내과 클리닉 ☎042-338-2355
곧타 1426 KTA 빌딩 2 층

4/10(일) 가라키다 에키마에 클리닉 ☎042-376-3800
가라키다 1-1-7 프라자 가라키다 104

3/21（공휴・월） 카이도리 우치다 의원
☎042-389-3646
카이도리 1-52-1 노블 카이도리 １층

●급한환자에 한합니다
●건강보험증・유아 의료증 등을 잊지마시고
●반드시 시간내에
※오시기 전에 전화연락을!
※당번의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27（일） 마츠다 의원 ☎042-373-3205
카이도리 1-48-1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 (건강센터 내)=소아과
어린이 급한 병은 우선 여기서 진찰받으세요.
(19:00～ 21:45) ☎042-375-0909

휴일 치과 응급 진료소 ( 건 강 센 터 내 ) = 치 과
( 일 ･ 공 휴 일 의 9 : 0 0 ～ 1 5 ： 3 0 ) ☎042-376-8009
주

사전 전화연락 바람

☎042-375-7757

진료 기관 안내（ 24 시 간 체 제 로 실 시 ）
긴급환자 텔레폰 센터（다마 소방서 내） ☎042-375-9999
소방청 구급 상담센터 ☎♯7119（휴대폰, PHS, 푸시폰
회선） ☎042-521-2323（다이얼 회선）
동경도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히마와리" ☎03-5272-0303

외국어 의료 정보（동경도 보험의료 정보센터）
9 : 0 0 ～ 2 0 : 0 0 ☎03-5285-8181

☆외국인을 위한 생활상담실

제 1・제 3 목요일（13:30-16:30）TIC 활동실（비타 7 층）

※예약제

☆일본어 교실의 예정
클래스
월요 클래스

다마시 위탁사업
(수강료：회원은 무료)
회장

시간

커리어맘 홀 （코코리아 다마센타 5 층） ＊4 월은 파르테논 다마
나가야마 공민관 ５층 베르브 홀

목요 클래스

TIC 활동실（비타 7 층）

토요 클래스

TIC 활동실（비타 7 층）

일정
３월

４월

10:00～12:00

７일・１４일

４일・1１일・１８일・２５일

9:30～11:30

７일・1４일

４일・1１일・１８일・２５일

３일・１０일・１７일

７일・1４일・２１일

10:00～12:00
19:00～21:00

３일・１０일・1７일

７일・1４일・２１일

14:00～16:00

５일・１２일・２６일

２일・１６일・２３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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