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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

기 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로감과 우울

감,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람들간 이동 접속 최소화를 위한 잠시 멈

춤 캠페인 동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이 크다.

제주는 지난 4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

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 내기는 쉽

지 않다.

잠재된 불안감을 품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있다. 봄향

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나들이를 유혹하지

만 마음편히 따스한 봄정취를 즐길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

그렇다면 봄을 집으로 불러들이면 어떨까.

봄맞이 집안 꾸미기와 환절기 건강식으로 건

강도 챙기며 활기찬 봄맞이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19를 잠시 잊는 기분전환의 기회가 되

길 바란다.

# 플랜테리어 로 집안 화사하게

많이 알려진 공기정화식물 등으로 간단히

플랜테리어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실내정

원을 꾸미고 싶다면 사전에 충분히 장식 관

리법을 숙지하면 좋다.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

페이지에서 기본기술, 관리방법, 식물 이용정

보, 식물기능정보 등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

하면 좋을 듯하다.

특히 주방, 화장실, 침실, 베란다, 공부방

등 장소에 따라 배치하면 더 좋은 기능을 가

진 실내공기정화 식물들이 있다. 침실에는 밤

에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선인장, 호접란, 다

육식물 등을, 주방에는 일산화탄소를 제거하

는 스킨답서스, 산호수 등을, 화장실에는 암

모니아 제거 기능이 우수한 스파티필럼, 테이

블야자 등을 배치하면 좋다. 공부방에 배치하

기 좋은 식물은 음이온을 방출하는 팔손이나

무나 기억력에 좋은 로즈마리 등이 있다. 베

란다에는 미세먼지 등 분진 제거를 위해 팔

손이나무를 비롯해 시클라멘, 허브류 등, 거

실에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해물질 제거

하기 위한 피닉스야자, 인도고무나무, 보스톤

고사리 등으로 집안 분위기를 싱그럽게 연출

해보자.

시들지 않는 실크플라워(조화) 를 활용한

소품으로 직접 집을 화사하게 꾸며보는 것도

자기만족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환절기 건강 우리 농산물로

코로나19만으로도 힘든데 건강을 위협하

는 환절기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꽃가루, 황

사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알레르기

비염까지 우려해야하는 시기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어느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이 시기, 면역조절에 도움이

되는 도라지, 쑥부쟁이, 나물류 등 다양한 기

능성 농산물을 소개했다.

예부터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도라

지는 면역관련 세포 증식을 높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쑥부쟁이는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막아

알레르기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rda.

go.kr)에서 기능성소재 검색 을 활용하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농산물(소재)의 올바른

정보를 워드 클라우드 등을 통해 손쉽게 확

인할 수 있다.

그래도 봄 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일상에 나만의 방식으로 봄기운을 불어넣어

활력 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비교적 감

염 우려가 적은 탁 트인 도심 공원에서 마스

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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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봄… 봄기운 불어넣을 나만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