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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하여

2016 년８월

일본은 태풍,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카와라반에서는
날씨나 자연재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라디오・텔레비전(일본어, 일부 외국어)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에 대비하여
건전지나 수동 충전식 라디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야기현 내에서
수신 가능한 라디오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
바랍니다.
・NHK 第一放送(다이이치호소/제일방송) (AM)
・TBC 東北放送(토호쿠호소/동북방송) (AM)
・Date fm (FM)
・NHK FM (FM)
※NHK 라디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라지라지루
http://www3.nhk.or.jp/netradio/
※NHK World(텔레비전, 라디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별 커뮤니티 FM 도 있습니다.

◆기상청(일본어, 영어)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jma.go.jp/jma/index.html)
에서는 최신 기상정보, 주의보, 경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긴급속보 메일(일본어, 일부 다언어)
기상청이 발표한 긴급 지진 속보, 쓰나미 경보, 기상에 관한 특별 경보나 지자체가
발표한 재해・피난정보가 대상 지역 내 모든 휴대폰에 자동으로 발신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코모 휴대폰(해당되지 않는 휴대폰도 있음)은 수신 메일과 음성 가이드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또는 알기 쉬운 일본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afety Tips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긴급지진속보나 쓰나미 경보, 화산 분화 경보, 그 외의
기상 특별 경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수신할 수 있는
어플로, 일본 관공청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입니다.
1 개월 이상 등록 지역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방재 무선(일본어)
지자체가 설치한 스피커에서 방재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이렌 등이 들리면 주의를 기울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피난지시, 피난권고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웃
사람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피난 장소나
피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웃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야기 외국인 상담센터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피난 장소 등을 잘 모를 때는 이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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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라반’이란, 일본 에도(江戸)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뉴스를 한장의 종이에 나타낸 인쇄물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