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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월 3 월―

（１）꽃놀이 모임
외국인 여러분들과 일본인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이 벚꽃
구경을 하며 일본의 봄을 즐기면서 과자를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
고자 합니다.
＜집합 시간과 장소＞
こ

や いけこうえん

2019 년 4 월 6 일（토요일）10 시에 콘야이케공원( 昆陽池公園)
남쪽 광장（스완홀 남쪽 계단 위, 오른쪽 지도의 제일 아래쪽）에 모여 주십시오.
꽃놀이 모임은 12 시까지 개최합니다. 비가 와도
개최합니다.
＜준비물＞
음료수는 각자 준비해 주시되 술은 지참 금지
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신청＞
3 월 29 일（금요일）까지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
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문의＞
이타미시 국제・평화교류협회 사무국
전화번호

072－784－8148

（2）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에 주의합시다.
봄 초순부터 여름 초순까지는 삼나무와 노송나무의 꽃가루가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화분증에 걸리면 재채기와 콧물이 나오거나 눈이 가렵습니다.
화분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화분증에 걸렸을 때의
주의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서 주의할 점〉
○문과 창문을 꼭 닫기
○방 청소를 매일 하기
카펫과 다타미는 마루 바닥보다 꽃가루가 부착되기 쉬우므로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빨래는 방 안에 널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빨래를 방 안에 너는 것입니다. 밖에 널었을 때는 다 마른 빨래를
걷을 때 옷에 부착된 꽃가루를 잘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는
12 시부터 오후 3 시경에는 꽃가루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빨래는 가능한한 오전중에
널었다가 걷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 주의할 점＞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가능하면 외출하기 않기
일기예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는 날을 확인합시다.
○옷과 얼굴에 꽃가루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
털이 달린 옷이나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소재의 옷은 꽃가루가 부착되기 쉽습니다.
폴리에스텔이나 나일론 등의 소재의 옷은 꽃가루가 많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또,
꽃가루가 머리카락에 부착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고 코와 입으로 꽃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합시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꽃가루를 잘 털어내기
○집에 들어오면 손을 잘 씻고 물이나 구강청결제로 가글 하기
손을 잘 씻어서 손이나 손톱 사이에 부착된 꽃가루를 깨끗이
씻어 냅시다.
또, 가글을 하여 입이나 코로 꽃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3）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
간단한 일본어를 배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수업료는 필요 없습니다.
노트와 필기도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처음 방문할 때에는 전날까지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며칠에 어느 회장에서 수업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도 전화해
주십시오.
교실 이름
일본어 학습 살롱

일본어 교실

유네스코 일본어 교실

요일과 시간

장소

화요일

이타미시립 중앙공민관

19:00～20:30

2 층 강의실 A

목요일

이타미시립 도서관「코토바쿠라」

9:40～11:40

1 층 다목적실 2 등

토요일
9:30～11:30

①토우리 이타미홀
3 층 대회의실 등
②중앙 커뮤니티 센터

＜신청・문의＞

이타미시 국제・평화과
전화번호

072－78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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