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는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시는 일본인과 외국인 시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라 불리는 아름다운 거리나 맛있는 음식들도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히로시마시에서 생활할 여러분을 위해 히로시마시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드립니다.

1

히로시마시의 위치

히로시마현은
일본 서부에
있습니다.

히로시마시는 히로시마현 서부에 있습니다.

아사키타구

히로시마시는
사에키구

아사미나미구

여덟 개의 구로
히가시구

나뉩니다.
아키구

니시구
미나미구
나카구

히로시마시의
인구
약 119 만 명

시 중심부는

히로시마시의
면적

나카구에 있습니다.

90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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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시의 기후
히로시마시는 2 월이 가장 추워
기온이 0℃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가장 더울 때는 8 월로 35℃를
넘는 날도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
무덥습니다.
봄과 가을은 지내기 좋은 날이 많습니다.

봄의 히로시마성과 벚꽃

평화를 기원하는 곳
1945 년 8 월 6 일에 히로시마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도시를
복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원을 받아
눈부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히로시마시는 매년 ８월 ６일에 평화기념식전을 개최합니다.
핵무기 근절과 영원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기원하며 ‘평화 선언’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념식전에서 위령비에 물을 바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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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시의 유명한 곳들

평화기념공원
●폭심지 근처에 조성된 공원
●국가명승지〈아름다운 곳〉
●원폭 돔은 세계문화유산
●평화기념자료관에서 원폭의
피해에 대해 알 수 있다
●노면전차 ‘후쿠로마치(袋町)’,
‘혼도리(本通)’ 정류장 하차

히로시마성
●400 년 전의 성을 원폭 이후
복원
●오래된 갑옷과 그림이 있다
●히로시마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노면전차
‘가미야초니시(紙屋町西)’,
‘가미야초히가시(紙屋町東)’
정류장 하차
●슛케이엔에서 걸어서 5 분

슛케이엔
●일본의 전통적 정원
●국가명승지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핀다
●히로시마역에서
10 분

히로시마의 외출에 관한 정보는 ‘히로타비’를 확인하세요.
https://www.hiroshima-navi.or.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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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전차와 버스를 타고 외출해 보세요
히로시마시에는 노면전차와 버스 등 편리한 공공 교통기관이 있습니다.
노면전차와 버스 타는 법

① 노면전차와 버스를 타기 전에 노선번호와 행선지를 확인합니다.
노선번호와 행선지는
노면전차와 버스 정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뒤쪽의 ‘입구’로 승차합니다.
출구

입구

③ 노면전차와 버스에서 내릴 때는 근처의 버튼을 누릅니다.
노면전차에는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출구 처에서
기다리세요.

내릴 때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④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합니다.
편리한 교통계 IC 카드 ‘파스피’ 사용법은 여기
http://www.paspy.jp/en/（영어 사이트）
‘파스피’로 아스트램 라인도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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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히로시마시 홈페이지와 생활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가 히로시마시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배출법은 여기

생활 가이드북은 히로시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korean/190958.html
구청 시민과에서도 배부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
일본어학교 이외에도 지역 자원봉사자의 일본어교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https://h-ircd.jp/ko/guide/nihongo-ko.html）
또한 히로시마시 일본어 데스크에 상담하세요.
Tel

082-242-8879

Email

jsldesk@pcf.city.hiroshima.jp

Facebook

https://m.facebook.com/hiroshima.nihongo/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의 일본어교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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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는 보험증과 돈을 가지고 병원 또는 진료소에
갑니다.
구급의료 Net Hiroshima 의 웹 사이트에서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과 진료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qq.pref.hiroshima.jp）
화재나 급한 질병, 부상을 당했을 때는 ‘119’에 전화합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옵니다.
교통사고나 범죄를 당했을 때는 ‘110’에 전화합니다. 경찰서로
연결됩니다.

재해에 대비하기
히로시마시 방재 포털 （http://www.bousai.city.hiroshima.lg.jp/）
에서는 다언어로 재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간체자),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일본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 근처의 피난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난 정보(재해 발생
가능성과 대피할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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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에 처했을 때에는 곧바로 상담
히로시마시 아키군 외국인 상담창구에서는 외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 히로시마 국제회의장(평화기념공원 내)
언제 : 월요일~금요일

9:00〜16:00

필리핀어는 금요일만
매월 둘째 금요일은 출입국재류관리국 직원에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3:30〜16:00(예약제)
언어 :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 공휴일, 8 월 6 일,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까지는 쉽니다.
TEL : 082-241-5010

FAX ： 082-242-7452

E-mail ： soudan@pcf.city.hiroshima.jp
URL ： https://h-ircd.jp/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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