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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 CITY PAPER미래를 연결하는、만드는 정보 매거진
topicks1

topicks2

코무로산에 가보자！
철쭉과 동백나무의 마중！！

이토 축제의남자！30년！
Mr.SOBUKAWA！

topicks3
이토상업고교와의 협력！
고등학생의 메세지！！

other's

R-ship CREW 모집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습니다！
킨메다이(금눈동)로 만드는 이달의 이토 향토음식!!

저희와 함께 마을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RELATION SHIP 관계와 연결을 소중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 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토지, 땅에 닻을 내리고 손을 잡고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원 「R-ship CREW」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오고 싶은 분! Crew가 되어 주시면, 여행 또는
취업, 여러가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special topicks

-relation-ship-magazine-for-you.-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합동기사!
고등학생들이 고교 통합에 대한 생각과
사건등 자유롭게 쓴 기사를
좌우명으로 게재!!

R-ship는 임의단체입니다.
CREW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지원자, 스폰서가 되어 주시고,
더 좋은 물건을 발신하고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성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을 부흥 ·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늘어날 것은 물론, 거주자가 늘어나고, 이상적인 토지가 되어 간다!
그런 토지를 만들어 가는 프로듀서를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R-ship

임의단체R-ship및、R-ship CREW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H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ship.org
I TO B I TO「이토인」출연자 모집중! 흥미가 있는 분은
아래의 매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의견, 소감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ship@outlook.jp
광고게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의 메일주소나 아래의 메일주소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TO CITY PAPER - 발행・기획・편집

JAPAN MAP
여기가 이토!

임의단체R-ship 도쿄시 에도가와구 니시카사이 4-2-30-203

-ItoBitoof the month
MR.SOBU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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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UROYAMA 180°view
-East side-

무로산 리프트행 약25분

코무로산

자가용🚙JR이토역에서
6km약15분、주차장무료※
츠츠지축제시 유료

9월16일～☞ 9:00-16:00

이
토
사
의 회장...수염도 나고 댄디하시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상상과는 다르게 친해지기 쉽고, 웃는 얼굴과 상냥해서 남성
의
랑
들도 동경조차 느낄 수 있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전근으로 시즈오카를 떠돌던 생활이 계속되어, 중
학교 1학년 때 이토로 오게되었고, 그대로 43년. 이토의 추억을 들으면 우리들이 되찾고 싶은 '이토의 그 때'를 여러가지 축 이
로 말해주었습니다. 소부카와씨가 이야기해 준 것은, 이토역 앞으로 가는 것을 "거리에 가자"라고 말했었고, 거기에는, 인 제
넘
베이더 게임을 할 수 있는 다방이 있고, 득점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커피권'을 필사적으로 획득하려고 했었다 라던지, 오락 의 쳤
실에 의미도 없기 그냥 모였었던 이야기라든지, 분명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영화나 자료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 남 다
자
다.(인베더게임을 모르신다면, 영화 PIXEL을 봐 보자!) 젊어서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던 소부카와씨는 스즈키 GT38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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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자주 드라이브를 나갔었다고 합니다. 아마(필자의 예상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소부카와씨.
이상한 경위로부터 석재상, 이시이 석재에 입사가 정해진 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30년! 지금은 전무라는 중역을 맡고 있습
니다. 석재상 일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엄청 대단한 일! 100킬로
~200킬로의 돌을 메고 비탈길을 오르는 일도 있었다던가...그런
이야기들을 웃는 얼굴로 말씀하셔서 역시 그러니깐 평상시에도
신여를 짊어지고 있는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석재상에 대해 이것저것 쓰고싶을 정도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에 기회가 되면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소부카와S LIFE
에게 큰 기로는 결혼이었습니다. 두명의 딸도 있고, 거기에다가
개 두마리를 키우는 생활을 했었던분이어서, 웃음과 사랑이 넘
치고, 또 거기에 둘러쌓여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을수록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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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은 남자 친
구들과 놀기에 열중. 이 기분은 저
도 무척 잘 압니다. 그냥 바보짓하
는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한 것은, 18세 이후였다든지(어
쩌면, 이건 오프레이코!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부인과도, 이토의 키네마 거리에서
만나, 정말로 청춘의 모든 것이 막
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무로산 관광 리프트

小室山

산 정상에서는 360도의 파노라마 절경이 기다리고 있었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약 3분 거리에 있는 관광리프트. 정

이토역에서 남동쪽으로 6km 정도 올라가면 코무로산이 있

습니다.'이즈 제일의 조망'으로 후지산, 사가미만, 이즈

원1명. 너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고소공포증이 아

습니다. 이토 주변에는 코무로산과 더불어 유명한 랜드마크

의 섬, 아마기련산 등 자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

니면 왕로의 등 뒤쪽,복로의 눈앞에 있을 때의 절경. 승차

입니다. 대략 1만5000년 전의 분화로 용암의 눈보라가

다. 또한 산 정상에 '오무로 신사'가 있습니다. 아담하지

중의 발밑에는 리코리스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소형개

화구주위에 쌓이면서 산의 크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량

만 에도시대에 건립되었다는 유서 깊은 신사입니다. 여

(10kg미만)와 함께 리프트에 승차해도OK. 필자는 산꼭대

의 용암(5억3000t)을 유출한 화산이라고 합니다. 리드를

행의 안전을 기원하러 와보세요.

기에서 검은 시바군을 만났습니다! 귀여웠어요~~！！

하고 있는 강아지의 산책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코무로산공원 진달래원

연간행사
1월

새해 첫 해돋이·코무로 신사 전일제

2월

동백꽃 감상회

3월

벚꽃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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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때, 동료들과는 "신여가 유행하고 있
다" 로부터, 신여를 만들기로 했다던가. 우리들
세대에서는 "신여가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별로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이 본심이었지만, 당
시의 시대배경이나, '기세'라고 하는 것이 이러
한 것을 유행시켰다라고 후에 알았습니다."젊
을 때는 그저 바보로만 있으면 재미있었지만,
그 나이였을 때는 다른 일도 하고싶었어" 라는
소부카와씨의 표정은 너무 소년같은 모습이었
고, 저도 그 기분을 매우 잘 알기에 자신의 모
습을 보는 것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평소하던 축제와는 달리 시에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5미터나 되는 대나무를 2대의 신여로
서로 끌어당겨 꺾는다! 라고 하는 육체노동
축제 그 이름은 "호코호코 축제".
명신회는 전성기때에는 80명이나 멤버가 있
었지만, 지금은 30명으로...앞으로도 축제나
신여 문화를 남기고 싶다고 말하는 소부카와
씨. 다음의 후계자가 자랄때까지 어깨띠를 확
실히 부여잡고 앞으로도 가마를 짊어진다고
합니다. 시대라는 이름의 신여를 짊어지고,
후세에 연결하는 이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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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무로산공원 동백꽃원

4월 5월 4월하순 5월초순 츠츠지축제
5월

5월5일 어린이날(리프트 무료)
3,5000㎡의 드넓은 꽃공원인 코무로산 공원에서는 특히

7월 8월 7월하순 8월말 여름휴가이벤트
현재도 이토에는 5개의 신여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만(그 하나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도 있습니
다), 당시에도 신여단체는 여러개있어, 비교적 명
신회의 발족은 늦었던것 같습니다. 거기서 역시나
Mr 신여! "제일 큰 가마를 만들자!"라고 동료들과
결정했다 라면서, 그 때문에 자신들이 모아서 가지
고 온 가미카마의 제작비는 몇백만엔. 상당한 액수
였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들으면,고급
차 한대, 아니 2, 3대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유가 또 "멋"이지, 라고 해서 같은 남자로서는 감
동이었습니다. "THE 지기 싫어하는"라는 곳에서
말이죠!

2~5월에 걸쳐 매화, 벚꽃, 진달래가 어우러져 산을 화
려하게 장식 합니다.그 중 진달래는 40종 10만 그루가 피

9월 10월 9월중순 10월중순 달구경

어있어, 진달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11월

명신회
신여DATE

10월하순 또는 11월초순

중량：당시 제일 무거웠다（30년전）

Caffetteria
Galleria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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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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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부지 내에 약 1000종,4000송이의 동백나무가 11
월 초순부터 4월 하순에 걸쳐 피어납니다.동백나무는 이토
시의 하나키(vol.4에 소개했군요)로, 특히 2월은 '벚꽃 감
상회'가 개최되어 원내는 떠들썩하게 됩니다. 원내에서

3월~ 쿠모이노 벚꽃, 이토 벚꽃
4월~ 진달래

는, 이토하라산의 "시로가사키베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의 이탈리안！점심도 저녁도、추운날은 가레리아439에서 한숨돌리기!

가격：수백만엔！（30년전）

26세까지는 단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
웠다! 라고 말하는 소부카와씨. 언제부턴가
절차나 조정계 관리를 맡게 되었고, 단지 즐
겁다! 라는 것보다도 조금 "힘들다"인 일도 많
아진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공적 덕분에 몇
십년이나 계속 되는 명신회. 젊을 때에 많이
만난 동료와도 이 모임에서만 만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
다.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소부카와씨 에게서
는,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고 힘든일이지만 즐
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월~ 백매실, 홍매실, 이토 코무로 벚꽃
리프트 축제・사생대회

※일정・내용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돈을 모아 구입！）

코무로산

11월16일～☞ 9:30-16:00
리프트 요금（왕복／편도）
대인\470／\240 소인\240／\120

산 정상의 절경은 필경!

를위해서 이사도 했어!" 이번에 인터뷰를 하게 된, '명신회'의 회장인 소부카와 히로토시씨. 축제의 신여를 짊어지는 모임

小室山

5월16일～☞ 9:30-16:00

에서 도보20분

"스즈키후쿠군이 우리 회사에 왔었어! 착하고 귀여웠어." "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3마리ㅋㅋ 전부 래브라도ㅋㅋ 강아지

←카나가와호텔 골프코스

3월16일～☞ 8:30-16:30

도보👣이즈급행 카와나역

I TO [B]I TO
OF THE MONTH

＜ 사가미만＞

리프트 영업시간
～3월15일☞ 9:30-16:00

버스🚌JR이토역에서 코

N

솔티・
쳇로
(¥ 700)

카페테리아 가레리아439
시즈오카현 이토시
마츠카와쵸3-4
0557-52-3001

일・월・화・목・금요일
11:00～21:00
토요일
11:00～22:00
정기휴일／수요일

이탈리아의 각 가정에서
자체 제작도 할 만큼의
전통적인 술. 레몬향과
소금맛이 두드러지는 단맛,
빛깔도 곱고 귀엽지만 강한
스피릿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음 주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맥주.
제대로의 맥주맛이지만
시원하고 가벼운 맛이, 어떤
이탈리아 요리에도 맞아요!
알콜 도수는
4.6도 !비교적
마시기 편해요!

빗라・
모렛티
(¥ 700)

쵸코라타
(¥ 550)
단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저는 거의 매번 주문을
합니다. 휘핑크림과 초콜릿이
듬뿍 들어간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이탈리아판
핫초콜릿.

4가지 종류의 모난 시럽중에서,
제일 인기라고 하는 석류미를
쵸이스. 선명한 빨간색,
베리같은 상큼한 새콤달콤한
소다였습니다!
어느 맛으로 할래요?

가레리아 소다
(¥ 400)

에스프레소
(¥ 350)
우선 에스프레소를 맛보세요!
로마의 노천카페 "본드르피본
카페"의 콩을 사용.
아담한 컵에 넣은 그것은,
산미가 적은 쓴맛.
설탕을 넣어 즐기는 것도
사실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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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이 다닐 수 있는 이

킨
메
다
이

금
눈
돔

金目＝ 킨메(금눈)

＼ 간단하니깐 예쁘게 마무리 ／

金メダル＝킨메다르(금메달)

금눈돔 조림

금눈돔 먹고 금메달 따자!

【재료・2인분】
금눈돔(토막)・・・・・・・・2토막
우엉・・・・・・・・・・・・100g
생강・・・・・・・・・・・1／2개
★물・・・・・・・・・・・3／4컵
★맛술・・・・・・・・・・1／4컵
★간장・・・・・・・・1･1／2큰술
★설탕・・・・・・・・・・ 1큰술
★미림・・・・・・・・・・ 1큰술
녹황색채소（시금치 등）・・ 100g

【순서】
1금눈돔의 손질. 껍질째 썰어서 칼집을 낸다. 토막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후, 차가운물에 담근다.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다.
法方む し 楽倍
を 泉温
2우엉은 가볍게 씻어 4cm 길이로 잘라 세로로 나무젓가락만 한 굵기로 자른다. 생강은 반정도를
얇게 슬라이스로 썰고, 반은 채썰어 놓는다. 녹황색채소는 빛깔 좋게 삶아 물기를 빼 놓는다.
3냄비에 조미료(★), 우엉, 슬라이스한 생강을 넣고 끓인다. 끓어오르면 금눈돔을 껍질을 위로 해서
넣고,
육수를 저어가면서 금눈돈 표면을 익힌다. 뚜껑을 닫고 중불에 10분 정도 삶는다.
4금눈돔의 색이 바뀌면, 강한 불로 끓이고, 육수를 금눈돔에 부어가면서 끓인다. 그러면 육수의
농도가 짙어진다.
5접시에 담아서 놓고, 채썬 생강을 얹어서 우엉과 나물을 곁들면 완성!

➓

목욕탕 여관 카메야낙관

토 온천. 제5회째는「카메

전망 목욕탕『은하』

야 낙관」의 전망 목욕탕 '

아마기련산, 오무로산, 이토 온천의
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욕입니다.
느긋하고 넓은 욕탕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전 2시에 남녀의
탕의 교체로 동굴을 이미지한 지가(地
価)의 대욕장 '심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14:00～18:00(잠깐들렸다 가는 탕)
수질 알칼리성 단순온천
효능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오십견, 운동마비, 관절 경직, 타박상,
접질림, 만성소화기병, 냉증,
병후회복기, 피로회복. 건강 증진
〒414-0002
시즈오카현이토시유가와2-4-12
0557-37-1515
가는법 JR이토역 에서 도보3분
대인1,080엔、소인540엔
요금
타올 무료、
그외 베스타올렌탈300엔

은하'를 소개합니다.
카메야 낙관의 목욕은, 전
망욕탕, 대욕장, 노천탕,
개인 전망 노천탕, 개인탕
등, 정취와 조망이 여러가
지인 목욕탕이 자랑. 게다
☝중앙의 목욕탕에 있는부자 동상(조각가 시게오카 겐지 선생의 '사랑')
에 렌 편
! 지 안
한
비
치 외
가 관
.
눈
앞 오

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로쓰기(오른쪽 시작)보다 가로쓰기(왼쪽 시작)에 익숙해지기 때문이기
도 합니다. 이 사진의 금눈돔은, 생선가게에서 2장을 받았는데, 조리 결과, 오른쪽 방향의 머리,토막이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적으
로, 왼쪽방향의 얼굴이 딱 들어맞아서, 좌우 반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봐 주세요, 여기에도 왼쪽으로 향한 물고기가.

↙

몸에좋은

좋은

エ リ ム ソ 泉温

워집니다. 올바른 취급법은, 적
신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덮도

남김없이 다 쓰세요!

어둠속에서 빛나는

、그것이 금눈돔！

금눈돔은 바다 깊은곳에서 서식하며, 적은 빛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눈이 매우 크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주색의 몸은,
평상시부터 수영하고 있을 때의 몸의 색깔은 벚꽃색을 하고 있고,
잡힌 후 절명 후에는 새빨갛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후의 주색을 띠는 것은, 축하용의 생선에 사용되거나 하지만,
같은 도미 중에서도 참돔·감성돔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조림
샤브샤브가
맛있다!

푸드 스토어 아오키 이토점 ☎0120-169-349🏠〒414-0024
시즈오카현 이토시 와다 1-15-11
소소하지만 고급 슈퍼.물건이 다양하고 희귀한 물건들이 넘칩니다.
밤 22시까지 영업합니다!

투명감과 탄력 있는 눈매
비늘이 깨끗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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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절은 겨울!

기름기가 많아져
맛이 풍부하다~

젖
은
타
올
을

온천에 갈때, 타올이나 수건을 가지고 들어
오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씻거나
허리에 감거나 약간 앞을 가리거나. 막상
욕탕에 들어갈 때 그 수건, 어디에 두시나
요?(욕조에 담그는 건 매너 위반이에요!)
남성은'머리 위에 올린다', 여성은 '머리에

머 감아 머리를 정리한다'는 것이 대부분이 아
리 닐까요? 왜? 타월이 안젖게 하기 위해서?
에 수건이 없어지지 말라고? 음, 그것 뿐이 아
닙니다. 타올을 올려놓는 법, 온천 소믈리

어지러움
＝머리의 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차가운타올로 혈관을 수축시킨다！
현기증
＝뇌빈혈
（혈류가 부족한 상태）

적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의미와 요령이

머
요
올 리
령
려 위
이
놓 에
을
있
타
어
때 올
？
을

있습니다.

게다가 몸 상태에 맞추어, 젖은 수건의 온도에도 신경을 씁
시다. 뜨거운 온천에서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러움을 느
끼시는 분은, 물에 적신 타월을 올려놓습니다. 어지러움증
은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증가해서 일어나지만, 차게 하
는 것으로 그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욕이나, 햇살이
강한 여름의 노천탕 에서도 추천합니다. 한편, 현기증이 잘
나는 분의 경우는,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올려 봅시다.
현기증=뇌빈혈의 상태. 즉, 전신의 혈류가 좋아짐으로써,
머리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뜨거운 수건으
로 머리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관을 확장시키도록 합니
다. 겨울의 노천탕에서는 뜨거운 수건을 추천합니다. "우리
들은 도대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망설이신다면
일단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읍시다! 또, 반복이 하겠지만,
어느 쪽에 있어도, 목욕 전후에 반드시 수분 보충을 해주도
록 합시다!

그 젖
은
적
당 수
한 건
으
온 로
도
는 예
? 방
!

온
천
을

온
천
소
➓ 믈
배 리
즐 에
기
는
방
법

가

개
화
기
의

지
금
부
터

전
수
하
는

잘 고르는POINT!!

전체적으로 선명한 것을
구입은 여기에서!

지 않은 외국인 손님이 좋

on
!

지지 않고 편안하게 목욕할 수

☞뜨거운타올로 혈관을 확장시킨다！

신선하다면 회,

／
2019년
돼지해!
＼

은, 공중목욕탕에 익숙하

낙
관
의

록 합니다. 그래야 타월이 떨어

많습니다!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인 DHA(도코사헥사엔산)와
EPA(에이코사펜타엔산)를 함유하고 있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혈액을 부드럽게! 또한 좋은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위장에도 좋습니다.
단, 적은양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산부는 주의가 필요.주
1회 80g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합시다.(후생노동성 2005년 발표)

육수가 나오네!

하며, 예약제의 개인 목욕

카
메
야

또, 예를 들면, 마른 타올은 머 온천을 비롯한 목욕은 의외로 체력
리 위에 올리면 불안정한 상태 이나 수분을 소모합니다. 목욕 후에
수분을 섭취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가 되어, 욕조에 떨어지지 않게
만, 입욕 전에도 섭취해야 합니다.
！ 授伝が
하는 밸런스를 잡으려다 모르는 하지만, 무심코 잊기 쉽기 때문에
사이에 목의 근육이 긴장되어, 목욕을 자주 해서 탈수증상을 일으
킨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 결과, 어깨 결림이 생기기 쉬

돌고 도는 상태
머리까지 다 쓸수 있어서

이
토
온
천
향

아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번달의 요리사진, 실은 좌우가 반대인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은 금눈돔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왜 일부러
반대로 했지? 네, 그것이 일본인은, 생선을 이미지로 할 때, 왼쪽방향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감(図鑑)의 사진 이거나, 심리적으

☞

가, 잠깐 의 입 욕도 가능

온
천
탐
방

선택하세요!

이토 코무로 사쿠라는 이름 그대로 이토 시의 코무로산 에서 발견된 품종입니다.
1988년 하기와라 나오요시 씨가 코무로산 중턱에서 발견한 것으로, 오오시마 사쿠
라와 칸히자쿠라의 교잡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에 '오무로 사쿠라'
라고 명명되었습니다. 2008년 이토의 벚꽃으로 널리 알려지기 위해 '이토'를 '이토
코무로 사쿠라'로 개명 하였습니다. 꽃은 지름 4cm 정도의 큰 크기인 담홍자색으로
예년 2월에 개화하여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 무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벚꽃은,
이토 시내, 코무로야마 공원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탄생한 오리지널
벚꽃으로 인해 명소만들기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벚꽃의 꽃말
뛰어난 미인,
정신미, 순결

벚꽃의 효능
기침을 가라앉히다
해열·해독

이
토
코
무
로
벚
꽃

伊
東
小
室
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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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 City MAP-[HOTEL]
관광안내소

Ocean View
POLICE

「호텔 리덴토 이토」
이토역에서 도보로 6분.
혼자 여행이나 비즈니스맨에 적합.
쾌적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SAZANKA

마크스바류
이토역앞점

시즈오카현 이토시중앙1３-39
TEL：0557-36-1105
http://hotel-redent.com/

유노하나상가 거리와
나카마루도리에는
신선한 해물요리점이
가득！

エリーゼ
엘리제

관광협회안내소

[SAZANKA]
영업시간 ８:00~18:00(LO17:30)
휴일 없음
TEL 0557-37-4647

ホテル伊東パウエル
호텔 이토 파우엘

GOLOSO
rental&bicycle&coffee
Ocean View

[쿠시토큐]
영업시간 17:00~1:00(LO0:00)
휴일 없음
TEL 0557－36－2369

松田椿油店

Pooky

나 귀엽지！

CAFE LATTEO

[카페 그레코]
영업시간 8:00~19:00(LO18:30)
휴일 없음
TEL0557－36－7694

福みつ
후쿠미츠

HOTEL

차차 라고 해.

HOTEL
かめや楽寛
카메야 락관

串特急
쿠시토큐

마츠다 츠바사키아브라텐

하늘

食処うめはら

Ocean View

식당 우메하라

LINK

HOTEL
Bar GANESH

야마모토커피
카페 그레코

키네마 거리에는
옛날 영화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리덴토 이토

HOTEL

わさびの大見屋

시즈오카현 이토시 유가와 4-2-15
TEL：0557-36-6181
www.powell.jp/ito/

SEVEN SEAS

와사비노 오오미야

누쿠모르는
이토의 정보발신
기지야!

City Camp
[콜롬비아]

「이토SEVEN SEAS」
바다까지 도보 0분
전 객실오션뷰,
원천 흐름의 노천 목욕탕이 딸려 있음.
2018년 7월 OPEN

런치타임 12:00~14:00
TEL 0557-37-6433

CAFFETTERIA
GALLERIA439

이토 안테나숍
누쿠모르

FREAKS

[GALLERIA439]

HOTEL

커피＆식사
콜롬비아

영업 평일 11:00~21:00
토 11:00~22:00

LAWSON

이토원 마츠카와관

(LO는 폐점 30분전)
휴무 수요일
TEL 0557-52-3001

Brilliant

トリスバー 토리스바

HOTEL
이토원 본관

HOTEL
松川遊歩道 桜並木
마츠카와 유호도 사쿠라나라미키

jonathan`s

HOTEL

HOTEL
단코죠노

[TATI]

토큐 하베스트클럽 이토

TSUTAYA

휴일 일요일

「토큐 하베스트 클럽 이토」
아는사람만 아는 회원제 토큐 하베스트 클럽
최상층 목욕탕에서 바라보는 사가미만이 절경 포인트
☆견학 신청 접수중

TEL 0557－36－3372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케노우치1-5-14
TEL：0557-38-6373
www.harvestclub.com

시즈오카현 이토시 나기사마치2-6
휴일 월요일(한 달에 한번 연휴 있음)
TEL 0557-36-3732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케노우치1-1-63
TEL：0557-37-8181
www.hmi-ryokan.jp/kawaryo

시즈오카현 이토시 유가와 2-4-12
TEL：0557-37-1515
http://kameyarakan.com/

반노천탕 있는 객실

「호텔 라비에 가와라」
넓은 공간에 전용 노천탕과
cafe TATI sweets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3관으로 구성된 다양한 방을 기대하세요.

영업시간 11:30;30

「かめや楽寛」 카메야 락관
이토역 으로부터 도보 3분.
사가미만 일망의 절경 개인탕
바다가 보이는 노천탕 객실에서
긴장을 푸는 것도 행복합니다.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케노우치1-3-6
TEL：0557-37-0011
http://www.dankoen.com/

영업시간 19:00~26:00

東海館
동해관

시즈오카현 이토시 유가와2-3-10
TEL：0557-36-8864
https://sevenseas-ito.jp/

「暖香園」단향원
일본풍을 느낄수 있는 안정된 호텔에서 릴렉스.
본관에서 도보로 3분,
떨어진 곳에 럭셔리한 공간을 즐겨보세요.

[토리스바]

いでゆ橋
이데유 다리

라베르 가와라

자세한 사항은

06 ｜ I TO CITY PAPER

「호텔 이토 파우엘」
전 객실에서 바라보는 바다
절경의 노천탕을 180도 즐기다

大川橋
오오카와 다리

祇園
기온
伊東郵便局
이토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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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in FEBRUARY

이토정보발신 프리페이퍼
TOSHI in
San Francisco

전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약 6시간!
세계 유산의 국립 자연공원
YOSEMITE에 도착!

갑작스럽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갈 기회가
생겨서, 모처럼이기 때문에,

I TO CITY PAPER LIMITED STORY
여기에서 밖에 읽을 수 없는 이토를 무대로 한
불꽃놀이가 준 이야기

San Francisco에

그 레포트적인 것을 이곳에
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Vol5.in FEBRUARY

이토정보발신 프리페이퍼

-hanabi sympathy-

다녀왔습니다.

참고해 주신다면 기쁠것 같

불꽃축제 심퍼시

습니다^^라고 하는것도 생

※사진은 제일 좋아하는 RAG＆BONE앞에서.^^

각하면서…
・YOSEMITE
NATIONAL PARK

・California
San Francisco
세계유산과 국립자연공원 요세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의
미테는 당일치기로는 매우 가혹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일본에서 약 9시간만에 도착하
한 탄환투어가 됩니다.
는 곳으로 미국 안에서는 비교적
특히 볼만한 곳이 많은 여름은 1
가기 쉬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박을 하는 것을 추천! 공원내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소!john's Grill
여러가지 유명인사들이 찾아와
항상 줄을서는 가게에서
dinner를 먹었습니다!

마켓이 있거나 박물관이 있거나
즐겁게, 여유롭게 자연에 둘러

"저기, 먼저 좀 가줘"당황한 듯 갑자기 켄토가 말했다. "뭐? 먼저 가라고?" 타구치가 듣고 있는 도중에, 해안과는 다른 쪽으로 켄토가 달리기 시작했다. "가게일
부탁받은 것도 잊었네.금방이야! 곧 합류할꺼니깐!" 켄토는 음무신사로 향했다. 스스로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
다. "켄토씨는 무슨 일이에요.갑자기?"나츠메가 달갑지 않게 말했다. "응, 뭘까? 뭐 갑자기 온건 이쪽이니까 말야...가게일 때문일 거라고 말했었고..." "아니,
여자일 인거 같아요 저는. 데이트를 잊었다든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타구치와 나츠메의 '남자끼리의 대화'에 사토야와 코노는 한심하다는듯이 흘려들었고, 키
우치는 걱정스러운 듯 켄토가 향한 쪽을 보았다. "나도 도와주러 갈까?"작은 소리로 키우치가 말하자,"그만둬 둬"라고 모두에게 야단을 맞았다. 음무신사까지
거리는 멀지 않았다. 다만 운동 부족인 켄토 에겐 충분히 호흡이 빨라지게 하는 거리감이었다. 신호로 어깨로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급

골드 러시가 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예술에 패션, 먹을거리, 산책이 즐거운 거리!!!

싸이는 장소입니다!!

12월 중순, 거리는
Christmas 일색!
unionsquare의
주변은 트리를
중심으로 가게 창문전부에
리스가 있다던가...
멋진 경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3장

하게 향했다. 그리고, 참배길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그것을 느꼈다. 어제의 소리없는 세계. 마치 귀에 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 어제와 다
른 것은 토리이의 저편에 여자가 있다. 어제 만났던 여자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그리고, 도리이를 지나 경내에 들어가자 여자가 켄토를 향해 응시했다. "어제

이토의 참고가 되면해서、항구도시

그분! 저 여기 와야 할 것 같아서, 왠지 당신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아무튼 전 뭐가 뭔지 몰라서..." 여전히 담담하게 질문을 하는 여성에게 침착한 말투 속에

fisherman's wharf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부끄러운 그 대사를 토해내고는 말을 삼켰다. 하늘이 빛났다. 역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도 불꽃소리는 들리지

도 약간은 갸우뚱거리는 모습을 느꼈다."나도 여기에 와야만 할것 같아서...너를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켄토는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며 문득

San Francisco의 얼굴！

않는다.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시선을 되돌리자, 거기에 여자는 없었다."···아...음..."켄토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본 것은 순간적 이었다.

케이블카로 GO！！

남자에게서 달아난 건가..? 그것은 그것으로 싫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외의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꽃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사이 어딘가로 갈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나..?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사실은, 그대로 돌아갈까하고 고민했지만, 역시 거기까지는 할수 없어서 5명과 합류하기로 했다.
"어때? 심부름은 끝난 거야?" 여자에 대한 의혹도 부각되었었어요. 켄토씨!!" 타구치와 나츠메가 기세등등히 물어 왔다. 잠깐 나츠메의 첫마디에 가슴이 철렁했
지만 불꽃의 클라이맥스가 이야기를 덮어 주었다. "정말 민폐이지 않았어요? 왠지 갑자기 들이닥쳐버려서... 용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조금 신경쓰는 듯한 시
선으로 나츠메가 켄토에게 물었다. "아니 아니, 정말 괜찮아. 귀찮은 일 없이, 모두를 오랫만에 만날 수 있어서 기뻐" 켄토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5명을 봤을 때
당황한 것도 속마음이지만 예전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기분 좋았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타임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갔다. 이토의 거리는 불이
꺼지는 것도 빠르다. 지금의 켄토는 그것이 기분 좋기도 하지만, 도쿄에서 온 5명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렇지만 여기도 저기도 셔터가 내려져있네. 낮
에 하는 가게인가?" 타구치가 그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셔터거리란 거잖아? 옛날에는 이곳도 화려했었지! 고우노가 노스탈지(*지나간 시간이나 시대, 고향

Powell'st 바로근처！

・John's Grill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주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 가게! 무려 1908년 개업한 역사있는 명소!
디너로 가려면 1인당 4,000엔 정도. 미국적인, 번화
한 가게지만, 음식은 특별히 맛있고, JAZZ의 라이브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실때는 꼭 가보는것이 어떨
까요?
평일에도 기본, 기다리는 분이 많으니 예약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Unionsquare
말로 다 아는 샌프란시스코의 메인 파
크. 유니언 스퀘어를 중심으로, 고급 브랜
드점이나, Barneys New York,
MACYS등의 셀렉트 빌딩, 유명 어패
럴점등이 있어, 사고 싶은것이 많았습니
다. COACH등의 US브랜드는, 일본보
다 꽤 싸기 때문에, 필수코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근대 미술관!
POP적인 것이 많아서, 누구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을 그리워 하는 기분)에 젖은 듯 얘기하면서 가방 끈을 어깨에 다시 맸다."켄토씨, 이런 장소에서 평상시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라던지, 아버지께서는
왜 이토에서 가게를 차렸어요?" 정말, 섬세한게 없어...상대방에게 말투도 듣는 법이란게 있잖아!" 나츠메에게 리타니가 말했다. 그 광경은 정말 그때 그대로였
다. 다만 이전보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운 듯했지만 그보다는 이 공기가 치유되고 있는 자신에게 의외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장소란건 알아채지 못하

언덕마을 샌프란시스코는
케이블카 MUNIBUS가
아무튼 우선!! 무심코 노선을
넘어서 주차하면 치고 지나갑니다.ㅋㅋ

・Fisherman's Wharf
케이블카로 약 20분. 업다운이 심한 거리
를 보며 향하면, 거기에 있는, 원래는 어부
가였던 관광지.지금도 생선, 새우, 게가 유
명하고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
있습니다! 해산물의 격전구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 롱버트 스트리트 등의 관광
지도 가깝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거
리입니다!

・San Francisco’MOMA’
서해안에서는 처음인 20세기~작품만 전시라는 '근대'를
철저한 미술관. 일본미술관과 달리 촬영이 OK이며, 천천
히 시간을 갖지고 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San francisco Cable Car
모양도 예쁘고, 이 케이블카를 한 번 타
는데, 일률 7달러입니다. 표를 창구에서
구입해서 타거나, 운전기사에 거스름돈
없이 직접 거네주거나.
항상 붐비는 이 케이블카는 안이 만원
이라면, 옆의 트랩에도 사람을 태웁니
다. 어떤 의미로는 어트랙션적이고 재
미있어요!

네. 하지만 도쿄에서 왔으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 나도 처음에는 그랬고, 지금도 빨리 어두워질 거니까, 앗 벌써 이런 시간이였나 싶거든." "괜찮아. 테츠
가 한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도." 켄토의 말에 리타니가 대답했다. "늘 이렇게 대해요. 켄토가 간 이후로 저를 잘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츠메가 장난삼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봐, 제대로 귀여워하는 거 아니야? 요전에 실수, 대신 사과한 사람이 누구였지?" "그렇죠? 아니 정말 타구
치씨만 그래요. 진짜로." 타구치와 나츠메는 그런 말주고받기에, 여자들은 웃었고 켄토는 조금 주눅들어 '대신 사과한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여기저기
서 유카타를 입고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몇 안되는 사람들. 아직 영업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낯선 관광객을 곁눈질로 '타임'에 도착
했다. 가게 안에는 언제나 처럼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가게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약간 긴장하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뭐야! 케토 아니야!"뭐냐"고?.... 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만, 바빠서 잊어버렸어! 정말 안쪽인데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그 편이" "어머, 여러분 처음뵙겠습니다! 켄토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이토까지 와 줘서 고마워
요!" 사교성이 뛰어난 어머니가 켄토의 대답을 가로막고, 뒤쪽의 동료들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오게 되어서요. 가
게 장사 잘되네요! 밖까지 좋은 냄새와 즐거워 보이는 소리가 나네요!" 영업맨인 다구치는 역시나 그렇다. 그의 태도와 부드러움과 천성의 남성적인 미소는 회사
에서도 성적이라는 형태로 입증되고 있다. "심부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장소뿐 아니라 켄토까지 빌려서요." "심부름? 오늘 뭐 부탁했지? 그래
도 정말 괜찮아.갑자기 왔어도 별로 없는 날이 있어도 전혀 곤란하지 않아!" 키우치도 신경을 쓰는 여자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고, 켄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토는 적당히 넘어갔다. 어머니의 대답에 아버지가 가볍게 웃으며 안쪽에서 즐겨라.오늘은 고마워"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안쪽으로 안내했다. "이런 독실이 있었
군요! 왠지 도시 같아요!" 나츠메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실은 여기 휴게실이라고 할까,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곳이라고나 할까, 평상시에는 손님들이 다니
지 않는 곳이야." "아, 하지만 그 정도로는 뭔가 멋있다고 할까, 공들였다고 할까?" "여기, 네가 만들었지?"켄토의 말에 고노가 대답하고 다구치가 덧붙였다. 확
실히 이 방은 원래 단지 잡다한 방이었다. 예쁘것을 좋아하는 어머니 덕분에, 휴게실치고는 예쁘긴 했지만, 켄토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객실이 될 수 있도록 인터
리어를했었던 것이다. "잘 알아봤네.역시 다구치" 그렇지?라는 듯이, 켄토에게 조금 전과는 다른 미소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포즈를 했다. "일단 맥주"로 스

사진을 2장、전시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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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mento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드라마, 멘탈
리스트의 무대가 된 도시로 유명합니다. 올드 새크라
멘토라는 지역이 있고, 옛날의 미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리얼한 디즈니랜드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
니다. 한번 가 보시는게 어떨까요?

타트를 하고 자신이 서브해 온 맥주를 다섯 개 테이블에 올렸다. 아버지가 마련해 준, 당분간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아도 괜찮을 양의 츠키다시를 먹으면서 아
까의 연장처럼 시시한 대화가 오가고 입도 크게 벌리면서 웃었다. 지금의 각각의 일 내용, 옛날 이야기, 나츠메와 사토야가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고
조되었다. 키우치가 켄토를 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츠메가 시작했지만 곧바로 사토야가 무마해서 강하게 나츠메를 노려보았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켄
토의 지금과 앞으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원래, 듣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은 켄토지만, 그 모두의 배려가 조금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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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in MARCH

이토정보발신 프리페이퍼

Solve a problem. So smartly.

ITO no EVENT in MARCH
이토 이벤트

R-ship이 전하는 스마트한 문제해결

기간：2월22일（금）

기간：2월16일（토）

기일：3월3일(일)

～3월3일（일）

～3월10일（일）
9：00～16：00

이토온천관광

이토시내각처

동해관축제

문화시설동해관

문의：

코무로산공원동백화원

제１６회

장소：

장소：

장소：

Vol6.in MARCH

이토정보발신 프리페이퍼

문의：이토관광협회 0557-37-6105

이토MAGARI히나

문의：

실행위원회

이토시진흥공사

NEW

0557-37-2500

0557-37-7135

시내 각처에 전시된

히나는 인스타용！

만발한 동백꽃은 꼭 보세요！

MENU

소프트 아이스
가득가득
데니쉬샌드

pollen₌화분
hay fever₌화분증

사잔카
이토시시시도

POLLEN has COME

1-5-32
0557-37-4647

3월의 스타일리시 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꽃가루
기간：3월중순

제４２회

～4월초순

이토고원 벚꽃 축제

장소：마츠카와 산책로

기간：큰 벚꽃

이토관광협회
0557-37-6105

3월16일（토）・17일（일）

문의：

장소：이즈고원역주변・이즈고원벚꽃가로수

고기（２９）의 날
Takenoko Hunting in IZU

이즈고원
죽순채집

3월하순～4월초순
장소：

BAR
GANESH

3월23일（토）～31일（일）

（伊豆高原桜まつり実行委員会事務局）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몸 관리를 위하여 부드럽게 허브로 대책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허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기간：

오오무로산기슭 사쿠라의사토외

왕벚나무・벚꽃터널

문의： 0557-53-1116

「허브티를 즐기면서 꽃가루 대책」

이토 마츠카와
등불 오솔길

기간：

4월초순～5월초순
장소：
이즈고원죽순 마을

문의：

3월29일（매월29일）
BAR GANESH
이토시중앙가 13-29
080-6964-9557

잠깐만!! 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

（이토시내각처）

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생활 습관을

문의：

정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쿠라교류회실행위원회

그리고, 나을꺼라고 생각되죠? 결코

080-5104-6592

NEW MENU！！
CAFFETTERIA
GALLERIA 439
414-0011
이토시마츠카와쵸3-4
0557-52-3001

예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완화될 겁니

기간：4월하순～5월초순

다! 그래서 !! 그 것을 유지 하는 것은

장소：코무로산공원 철쭉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서 등장!

문의：이토관광협회

"맛있고 즐거운 예방과 대책"입니다!

코무로산공원
밤 철쭉 산책

0557-37-6105
※제48회 코무로산공원철쭉축제

4月29日～5月5日

GALLERIA

숲의 자원봉사
080-2617-0991

고로케
딸기！

제가 추천하는 것은 허브티! 이미 시
도 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맛
예
있
방
고
과
즐
대
거
책
운

이제와서 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R-ship shop 4/1 OPEN!

그런데 왜?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아세요? 저도 화분증이라 매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나날이 심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저는 '현대의 정보의 탓' 이라는 생각이
단번번에 났습니다. TV나 광고, 책, SNS로 꽃가루가 생기는 계절인 줄 모르고 편백나무에서 꽃가
루가 나는 영상이 나와서 이 때가 왔다고 뇌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 노란색의 농도나, 눈에 띄는 횟
수의 많고,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TV를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해요. 정보를 차단
할 수가 없어요. 꽤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세보 효과 라는 생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는 것은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본 견해는 저 한사람의 이기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는 왜 생기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정확히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누구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
다. 부모님이 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이라고 하면, 50%이상의 확률로 된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
다. 나머지는 '도시에서 배기가스등을 많이 마시는 분' '원래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많은 분' '생활
습관의 흐트러짐이 많은 분' 이번 시즌부터 갑자기! 같은 패턴은 생활 습관일지도 모르겠네요! 꽃가
루에 반응했는데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내놓아 몸에서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수단으로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즉 면역이 저하하고 있을
때가 되기 쉽고, 자율 신경의 혼란 등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네마 스트리트내

R-ship

NEW OPEN

문의：R-ship（도쿄본부）
03-5878-0437/r-ship@outlook.jp

추천 잎

※사진은 이미지 입니다.

화분에 좋다고 하는
것은★입니다！

이즈 선인장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향초나 향신료
맛을 좋아하는 분
★엘더 플라워
(머스캣같은 단맛)
★페퍼민트

(상쾌한 맛과 향기)
하이비스커스

뭐랄까 좀 허브는 맛을 알기어렵다... 달지않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거야, 맛있는 허브티를 만나지
맛을 좋아하는 분
못했을 뿐. 그럼, 맛있는 허브티를 만나볼까요? 그것은
네토르
2가지로 '확실한'이거나, '도전'입니다.
(맛은 마치 녹차!)
일본인이 즐겨 마시는 차와 비슷한 것으로부터 마실지
★캐모마일
향기가 있는 꽃이라든지, 향기가 나는 풀에 가까운 것
(부드러운 풍미와 향기) 으로 마실지가 열쇠가 됩니다. 향기가 좋은 것으로도
★루이보스티
코에 들어가는 향기가 너무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끓이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 부분은 귀찮아도 시간
(특유의 맛은 없어
을 들이고 싶은 부분! 너무 찻잎을 뜨거운 물에 놔두지
마시기 쉽다)
맙시다. 대체로 떫어지기 쉽습니다. 잎은 한 번이 아니
레몬글라스
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조금 뾰족한 식감)
물에 넣는 시간만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차같은

이맛
러있
쿵는
저허
러브
쿵의

(선명한 색미와 기분좋은 향기)

아이브라이트' 라는 허브를 아시나요? 직역으로, "눈빛의 빛". 바로

있고, 밝게 부엌을 장식하고 향기는 산뜻

그대로의 허브입니다. 눈의 피로나 결막염 등 예전에는 많은 눈병의

인기가 많은 사람의 부엌이네요. 하지만
더 멋진 이야기 [마로 블루티] 라는 허브

귀
엽
다
!

한 린 카
정
피
된 벽 바
보 라
이 ! 의
야
기 카 천
가 피 적
바 을
아 라
닌 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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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3월～9월
9:00 ～17:00
10월～2월
9:00～16:00

원조 카피바라 온천！
절찬실시중！
평일13：30～ 1회
토,일,공휴일은2회！（시간문의）

이즈 선인장 공원
〒413-0231
시즈오카현 이토시 후토1317-13
TEL.0557-5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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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있습니다.이 잎은 처음에 뜨거운 물
을 부으면 선명한 파란색이 됩니다.이 허
브는 향은 플로럴이지만, 무향에 가깝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레몬이나 꿀

행
동
!
!

사
육
사
의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맛은 물론
색이나 인테리어,
향기를 즐긴다는 '
즐기면서'를 키워
드로 읽어보세요!
화분증 때문이 아
니라 자연스레 맛
있게 재밌게 마셨
더니 예방과 대책
이 되었어! 그게
베스트네요!!

방에는 허브티가 들어간 작은병이 놓여져
하다. 상상만 해도 멋집니다. 틀림없이,

기
분
이
.
.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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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선명한
핑크색이 됩니다. 마치 마술처럼.이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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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으로 이용되던 허브로 그 잎에서 나는 액체를 코튼 등에 묻혀서
열심히 향기를
맡아서 좋아하는

잎을 찾는것도,
허브티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에 대면 가려움도 가라앉게 됩니다. 물론 마셔도 효과가 있기 때
문에, 마신 후에 잎을 감싸서 눈에 대면 효과적이고, 향이 좋아서 마
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이비스커스나 라벤더, 벨리계, 향
이 좋은 잎은 다 마시고 난 후 말리면 향이 약간 돌아오기 때문에 방
향제 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선명하기 때문에 예쁘니깐 일
석이조! 유칼리는 꽃가루 대책으로 마시는 것도 추천하고, 여름에는
모기가 유칼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벌레 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요령은 티백으로 사지 않고 잎으로 구입하는 것! 사용이 끝난

의 별명은 '새벽의 허브' 틀림없이 인기가

후, 현관이나 서늘한 곳에서는 건조도 하기 쉬우며, 조금 귀여운 트

있습니다!

레이를 준비해서 넣어두기만 하면 그것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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