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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첫회 접종, 추가 접종, 소아 접종에 대해서
현재, 12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1, 2 회째 첫회접종 및 3 회째 추가접종, 5 세~11 세 소아를
대상으로한 1,2 회째 첫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예약을 부탁합니다. 상세한 것은 공식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4 회째 접종에 대해서
다마시는, 정부의 통지를 기초로, 신형코로나 백신 4 회째 접종이 예방접종법에 기초한 예방접종으로
자리매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접종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회째 접종의 실시 유무 ・대상자・
3 회째 접종으로부터의 접종간격 등은, 국가의 후생 과학심의회 예방접종 백신 분과회에서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다마홍보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 센터 ☎042-313-7003（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오전 9 시～오후 5 시）
FAX 042-313-7754
（이 기사는, ４월２２일 시점의 정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택 요양중인 분께
다마시 자택요양자에 대한 물자 지원
동경도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의 지원으로서,
3 일분 정도의 물자를 다마시에서 갖다드립니다.

다마시 신형 코로나 전화상담
코로나에 관한 불안을 안고 있는 자(자택
요양중이 아닌 사람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건사
등이 보건소와 연계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일시:
월～금요일 오전９시～오후５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자:
다마시 거주자
▽상담 전화: ☎042-376-9111

▽대상자:
다마시 거주자
▽신청・문의: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전화로, 신형 코로나 물자지원
전용 다이얼 ☎080-7999-9680 으로

（먼저,「신형 코로나 전화상담」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공통 사항〕
비고:상세한 것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문의: 건강추진과 ☎042-376-9111

여러분의 핸드 스탬프 모집！ 생명의 손으로 만드는 스탬프 아트 전
시제 시행 50 주년을 기념하여, 화가 ‘다가와 마코토’씨와 ‘후카사와 신야’씨가, 다마시의 오늘날 까지의
50 년을 만들어 온 여러분의 “손”과, 앞으로의 평화로운 50 년을 만들어 갈 여러분의 “손”을 써서, 아트
작품을 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과 손이 이어져 「모두가 웃는 얼굴 활기찬 도시 다마」를, 폭
9 미터가 되는 커다란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핸드 스탬프 제작 방법

손바닥에 원하는 색상의 물감이나 스탬프 잉크 등을 발라 무색의 도화지에 눌러 말린 후, 손모양을
따라 가위로 잘라냅니다. 잘라낸 핸드 스탬프의 표면에 이름이나 좋아하는 말 등을 써 주십시오.
비고：뒷면에는 연대(10 대·50 대 등)를 기입. 손바닥이 어려운 사람은 발모양도 가능함.
완성된 작품은 7 월에 파르테논 타마에서 진행되는 시제 시행 50 주년 기념행사 때에 전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신청 및 문의: 작성한 핸드 스탬프를, 아래의 주소로, 6 월 10 일（금）필착의 우편 또는 직접 지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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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차에서 화재 발생!

~스프레이

캔 등은 [유해성 쓰레기]로서 버려 주십시오~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잠깐!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화재를 막습니다.
룰・매너를 지켜 안전하게 쓰레기를 버립시다！
＊시내에서 쓰레기 수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수거차에서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진 스피레이 캔 등의 “유해성 쓰레기” 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프레이 캔, 카세트식 가스통, 라이터 등은 반드시 내용물을 다 쓴 뒤, 구멍을 뚫지 말고 「유해성
쓰레기」(수집 무료)로 버려 주십시오. '태울 수 없는 쓰레기'(핑크 봉투) 에는 절대로 넣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 쓰레기 대책과 ☎042-338-6836

다마시립 도서관으로부터의 알림
다마시립 도서관에서는,「전자 서적」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마시에 거주, 재직, 재학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오셔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주십시오.

＜추천 전자 서적＞
『KIJE JAPAN GUIDE 07
100 Beloved Mountains of Japan』

그런 다음 비밀번호 등록을 도서관

출판사：Sekai Bunka Pabulishing

일본의 산을 특집하여, 후지산의 사진, ‘후카다 큐우야’ 씨가 엄선한 베스트 100 개의 산 「일본 백 명산」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즌에 어떠세요? 일본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문의: 다마시립 도서관 ☎042-373-7955

휴일 진료 당번 의원

9:00～17:00

5/15(일)
야마젠 내과 클리닉 ☎042-372-5588
이치노미야 4-40-3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 가든
하우스１층

5/22(일) 스즈키 내과 위장과 ☎042-371-2760
나가야마 5-4-10
5/29（일）다마 다가야마 다카다 클리닉
☎042-400-5145
가이도리 3-6 의료 몰 나가야마 ３층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건강센터 내)=소아과
어린이 급한 병은 우선 여기서 진료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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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전 전화연락 바람.

다마시 의사회: http://www.tama-med.or.jp/toban/
6/5(일) 아베 다마 센타 내과 ☎042-373-7755
츠루마키 1-22-2 다마 메디컬 빌딩 2 층

●급한 병자에 한합니다.
●건강보험증・유아 의료증 등을 잊지마시고
●반드시 시간 내에
※오시기 전에 전화연락을
※당번 의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있습니다

진료기관 안내（2 4 시 간 체 제 로 실 시 ）
급한 환자 텔레폰 센터（다마소방서 내） ☎042-375-9999
소방청 구급 상담 센터 ☎♯7119（휴대폰, PHS, 푸시폰
회선） ☎042-521-2323（다이얼 회선）
동경도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03-5272-0303

외국어 의료 정보（동경도 보험의료정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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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시 위탁사업

☆일본어 교실의 예정 （수강료：회원＝무료）
클래스

월요 클래스

장소

시간

파르테논 다마 4 층 회의실
나가야마 공민관 5 층 베르브 홀

목요 클래스

TIC 활동실（비타 7 층）

토요 클래스

TIC 활동실（비타 7 층）

△상기에 대한 전화예약 및 문의는

일정
５월

６월

9:45～11:45

9 일・16 일・23 일

6 일・13 일・20 일・27 일

9:30～11:30

9 일・16 일・23 일

6 일・13 일・20 일・27 일

10:00～12:00

12 일・19 일・26 일

16 일・23 일・30 일

19:00～21:00

12 일・19 일・26 일

9 일・16 일・23 일

14:00～16:00

14 일・21 일・28 일

4 일・11 일・18 일

☎ 042-355-2118 TIC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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