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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んしょうってどんな                                                                                                         

화분증이란 병입니까? 

 화분증은 나무나 풀의 화분에 의해 생기는 

알레르기성 병입니다. 봄 등 화분이 날라 

다니는 계절에 화분이 눈이나 코 점막에 

붙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화분증은 어떤 증상? 

 「목 위」즉 주로 눈, 코, 목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신증상을 나타내는 때도 

있습니다. 

★주된 증상★ 

재채기・콧물・코막힘・눈・목・얼굴이나 목이나 

피부의 가려움. 때로는 집중력의 저하, 

나들함이나 열이 있고 안절부절한 느낌도 

듭니다. 

화분증은 감기와 비슷합니까? 

 다릅니다. 감기는 보통 1 주간 정도로 

낫습니다만 화분증은 원인인 화분이 날고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감기의 콧물은 감기가 나으면 

나오지 않지만 화분증의 콧물은 언제까지나 

「맑은 콧물」인 채입니다. 또 열이 나면 감기, 

눈이 가려우면 화분증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화분증은 왜 늘어나나요 

★ 삼나무 증가 등 원인은 여러가지 입니다. 

1955 년 경에 많이 심은 삼나무가 30 년 
성장해서 화분을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 또 
삼나무의 목재가치가 떨어져 손질을 하지 않게 
된 점도 화분의 양을 늘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밀성 높은 주거에서 
진드기나 집안먼지가 늘어 알레르기체질인 
사람이 증가한 점, 고단백식사가 많아 졌다는 
점, 대기오염이나 스트레스 많은 사회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5 명에 한 사람은 

화분증이라는데…그 중에도 약 8 할은 삼나무 

화분증입니다.   
 

화분이 날라다니는 요주의 달！ 

 

⇒삼나무・히노키・시라카바・・・2 월～5 월 
⇒호소무기・카모가야・・・6 월～8 월 
⇒돼지풀・・・8 월～9 월 
⇒쑥・세이타카아와다치소우・・・9 월부터 12 월 

화분증이라고 생각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읍시다. 

화분을 피부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로 원인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방위부터 

 화분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외출시에 
화분을 들어 마시지 않을 것. 게다가 바람이 
센 날은 피합시다. 외출할 때는 프로텍터가 
붙은 안경이나 마스크, 스카프, 방지등을 
착용합시다.  

 옷은 화분이 붙기 어려운 미끄러운 소재로 
긴머리는 묶어서 외출. 집에 돌아 올 때는  
소지품에 묻은 화분을 털고 집에 들어 
갑시다.  

 집 안에서는 눈, 코, 손, 얼굴을 씻고 입을 
헹구고 특히 눈은 흐르는 물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씻으면 효과가 큽니다.  

화분증의 치료는 어떻게 

 화분증은 단기간에는 낫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상을 가볍게 하기 위한 치료는 가능합니다. 

우선은 병원에 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韓 国 語 

알아 두면 유용한 

화분증 
예방과 치료 

빠른 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중. 올해 처음으로 

화분증이 된 신인도 계실 터. 고민은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 자기판단은 나중에. 

우선은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 부터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계절이 드디어 왔습니 

다. 허락도 받지 않고 눈이나 

코에 날라 들어와 장난을 치는 

귀찮은 존재「화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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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증 관련 약 

먹는 약・・・재채기, 콧물, 콧물의 원인이 
되는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약입니다. 화분증의 괴로운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점비약・・・콧물, 코막힘을 빨리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코 점막의 충혈이나 붓는 것을 
막아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 줍니다. 

 눈약・・・눈의 가려움이나 충혈을 완화시켜 
줍니다.  

      

  

 

 

 

 

 

 

 

 

 

 

 

  

 

 

 

 

 

 

 

 

 

 

 

 

 

 

 

 

 

 

 

 

 

 

■2 주간 전 부터 시작하는 예방법 

 항상 같은 시기에 찾아 오는 화분증을 
조금이라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약 
을 예방으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분이 날라다니는 2 주간 정도 전 부터 
사용함으로써 시즌중의 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지시와 
약의 사용방법을 듣고 사용합시다. 
 

                                                         

              

 

 

 

 

 

 

              

방치자전거 

보관수수료개정 
 

 

 후지미시에는 미즈호다이역, 츠루세역, 후지미노역 3 군데의 역이 
있습니다만 각 역의 동,서쪽출구 주위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찾을 때는 보관수수료가 
4 월 1 일부터 비싸집니다. 자전거는 2000 엔, 오토바이는 
3000 엔으로 됩니다.  

 자전거를 불법으로 세워두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재해가 일어났을 때 커다란 방해물이 됩니다.  정해진 
장소에 세우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재해구원전문보란티어 

（모국어통역등）모집！！！！！ 
 사이타마현에는 「사이타마현재해보란 
티어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재해시 요망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어통역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재해구원전문보란티어」로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서투른 모국 분 들을 
도우는데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협 
력을 부탁드립니다. 
● 응모방법 

등록방법에는 파소콘을 사용한 전자신 
청에 의한 방법과 등록카드의 우송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１）사이타마현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http://www.pref.saitama.lg.jp/A05/BC00/v
olunteer/touroku.html 
（２）우송 또는 ＦＡＸ 
 
「사이타마현재해보란티어등록카드（개인
）」을 청구해서 필요한 것을 기입해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연락처）〒330-930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타카사고 3-15-1 
사이타마현종합정책부국제과 

 ＮＧＯ・재주외국인지원 
★ 전 화 ０４８－８３０－２７１７ 
★ ＦＡＸ ０４８－８３１－０２８９ 

번역보란티어모집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외국국적시민의 

생활정보지로서 이 「인포메이션후지미노」를 

발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사내용은 현재 7 개국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당신의 모국어로 번역해 줄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번역료도 드립니다. 

흥미가 있는 분은 꼭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전 화 ０４９－２５６－０２９０ 
★ ＦＡＸ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１ 
 

「불용품정보」에 대해 아세요？ 
 후지미시나 후지미노시에서는 매월시마치의 
정보를 만재한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불용품정보」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주세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여러분들 중에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센터에 한 번 상담해 주세요.  
 ２시１쵸우의 관계부서에 교섭해 같이 찾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모두  
있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지 않고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 전 화 ０４９－２５６－０２９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