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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らまし 

●인플루엔자와 감기와의 차이 

 이런 증상이면 주의. 중증으로 되기 쉬운 것이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감    기 

증   상                 증   상 
    

      

 

 

 

 

●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곧・・・ 

 증상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도 빨리 진찰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인에게로의 감염을 막고 자신도 중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읍시다. 문진으로 대강 알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에서는 「신속진단킷트」를 사용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 분 정도로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우선 안정을 

 가족에의 감염을 막고 자신도 중증이 되지 않기 위해 휴양을 충분히 취합시다. 
병원의 진단결과 인플루엔자라고 알았을 때,  집에서 감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① 마스크를 하고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합시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바이러스가 날아 다니지 
않도록 

② 수분은 충분하게 취합시다. 목의 건조를 막는 것 부터 시작해 38 도 가 넘어가는 열 때문에 
땀을 흘리므로 탈수증상을 막기 위해서도 이 점은 꼭 주의를 기울입시다. 

③ 수면이나 휴식은 충분히 취해 주십시오. 「일하러 가야지」라는 초조함은 금물입니다. 몸을 
쉬게하는 것으로 체력을 붙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몸조리를 합시다. 

④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한 곳에 오랫동안 삽니다. 따라서 방 안은 목 등이 건조해서 
점막의 면역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 등으로 방의 습도를 ５０～６０％정도로 
유지합시다. 

⑤ 직장복귀를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이 내렸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전부 나간 것은 
아닙니다. 나았다고 해도 2일정도는 휴식을 취해 주세요. 

인플루엔자를 
이기는 법 

韓 国 語 

겨울엔 요주의 
감기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 
고, 게다가 전염되기 쉬운 

것이「인플루엔자」입니다. 

보통 감기라면 조금 참고 
일하러 나갈 수도 있지만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꽤 성 

가십니다. 고열이 나며 심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방으로 우선 예방접종 

을 권합니다.  

● 걸리고나서 １～３일간 정도 38 도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 관절통이나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증 

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후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며 콧물도 나옵니다. 

●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며 콧물이 중심이 

며 열이 나도 38 도 이하일 경우가 

많으며 병상이 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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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감염예방！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을 잘 씻을 것. 예방접종은 서둘러서・・・ 

일반 생활에서 연말은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기 쉬우니까 수면, 영양이 소중합니다. 또 마스크를 

한다든가 유행시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와 같은 요령으로 구석구석까지 비누로 잘 씻어 주십시오. 

 

 

 

 

 

 
 
●중증화를 막기위해 지금 금방 해야될 예방접종 

 미국질병관리센터의 조사에서는 예방접종을 한 사람 중 80%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또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받아도 효과를 보기 까지는 약 2 주간 정 

도 걸립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12 월부터 3 월경이므로 접종은 

12 월 초순 까지는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효과는 

약 5 개월 입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에 

따라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 통상적인 요금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접종횟수는 13세 이상이면 통상 1회, 생후6개월 

이상 13 세 미만인 어린이는 2 회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요금표 

０세 １７００엔Ｘ２ 

１～５세 ２０００엔Ｘ２ 

６～１２세 ２３００엔Ｘ２ 

１３～６４세 ２７００엔Ｘ１ 

６５세이상 １０００엔Ｘ１ 

최후의 숫자는 

접종횟수입니다. 

●평성 19년 4월부터의 보육소・보육원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일이나 병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시내에 사는 

어린이의 입원, 입소 (入園、入所)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자리가 없을 

경우는 입소,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살고 계시는 

야쿠쇼,야쿠바의「자녀양육지원과」 

로 문 의해 주십시오.  

후지미시     ２５２－７１０５ 

후지미노시    ２６１－２６１１ 

미요시마치（어린이가정과）    

         ２５８－００１９ 

●편부.모가정에 아동취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이타마켄에서는 저소득 편부모가정의 아동이 중학 

교에 입학할 때 취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 상 ①내년 4 월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기르고 있는 시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생활보호수급세대를 제외） ②모자가정의 

모, 부자가정의 부 또는 부모가 없는 아동을 기르고 

있는 사람,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지급액 １만엔 

★신청방법 12 월 28 일 까지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 각시마치의자녀양육지원과（왼쪽기사참조） 

외국인         월요일～토요일１０；００～１６：００ 

생활상담         ０４９－２６９－６４５０ 

곤란한 일이 

있으면  무엇 

이든 상담! 

②손등도 문질 
러 씻는다. 

③손가락도 

정성스럽게 씻는다. 

④손가락 사이도 

잘 씻는다. 

①양쪽손바닥을 잘 

문지른다. 

⑤손가락 하나 

하나를 비틀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