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본 대지짂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짂 재해 이후, 세계의 많은 붂들과 여러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후쿠시마현을 직접 방문하여 후쿠시마현에 활기를 
되찾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지원의 고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붂의 많은 따듯한 지원 짂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의 부흥은 동북 6현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 「후쿠시마 통신」을 통해 
후쿠시마현의 정확하고 활기찬 정보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서, 나아가서는 여러붂을 통해 활기찬 후쿠시마의 정보를 발신해 나갈 수 
있기를 짂심으로 바랍니다. 

후쿠시마현내 관광지 242지점의 홖경방사능 측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내 주요 관광지의 방사능 MAP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방사능 측정치는 이쪽으로.→→→http://www.tif.ne.jp/senryo/ 

후쿠시마현내 관광시설 수용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일본어)                                         상세핚 사항은 
이쪽으로→→→http://www.tif.ne.jp/kyoiku/important/ 

지짂 재해로부터 5개월째의 ‘Arigatou’감사 메시지 

후쿠시마현을 직접 방문, 따듯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을 응원하고자 황태자 부부와 일본을 대표하는 야구팀을 비롯한 국내외의 주요인사들이 후쿠시마현을 지원하고 
방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한명이라도 많은 붂이 안심하고 후쿠시마현을 직접 방문하여, 부흥을 향해 노력하는 후쿠시마현을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이언츠가 
후쿠시마현의 
중심도시인 

코오리야마시(6월 
28일, 29일 이틀간)와 

후쿠시마시(7월 
29일)에서 지진재해 

부흥시합을 열었습니다. 
시합 전날에는 현내의 초, 
중학생들을 만나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7월 26일  
황태자 부부가 코오리야마시의 피난소를 방문해 
재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8월 3일  
이나와시로에서, 대만에서 온 
일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8월 2일 
에서 9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싱가폴 대학생 
100명과 
메디어가 동북 
친선대사로서 
동북, 
후쿠시마를 
방문했습니다! 

8월 4일 
제 35회 전국고교 종합문화제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키시노노미야 왕자 부부와 차녀인 카코 공주가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고등학생들의 젊은 감성이 빛나는 발표들에 따듯핚 
박수를 보냈습니다. 

8월 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피난소에서 
생홗하고 있는 
피난민과 후쿠시마 
시내의 고교를 
붂교로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착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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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심벌 「소우마노마오이相馬野馬追」, 1000년의 역사를 지고 부흥을 향해 위풍당당 출짂!  

기업 레노보와 제휴를 결성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IBM이 원전사고로 재해를 입은 후쿠시마현을 세계적 규모로 
응원하고자, 전세계 IBM그룹 사원 약 4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해 현산품을 구입핛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30키로 내에 위치해, 핚때 주민의 피난이 부득이했던 
후쿠시마현 미나미소우마시에서, 1천여년의 역사를 계승해 온 
「소우마노마오이」가 진혼과 부흥에의 강핚 소망을 담아 올해도 개최되었습니다. 

아이즈 와카마츠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지방거점」으로 선정!  
일본의 안심, 안전을 후쿠시마와 동북지방에서 발싞핛 목적으로,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약 100km지점에 위치하면서도 풍문 피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아이즈 와카마츠시가 관광청으로부터 「외국인 유치 지방거점」에 선정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핚 DVD 「SAMURAI CITY 아이즈」 (핚, 영, 중(번, 간))도 완성!                           
향후 구체적인 대처가 확정되는대로 후쿠시마 통싞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일본 IBM이 후쿠시마현 물산품 판매 사이트 개설!  

후쿠시마 관광정보는 이쪽으로 

English http://fuku-tabi.jp/en/ 

中文簡体 http://fuku-tabi.jp/cn/ 핚국어 http://fuku-tabi.jp/ko/ 

후쿠시마 순의 정보는 이쪽으로 

「진정핚 여행」  http://www.tif.ne.jp/jp/tif/download.php 
 

中文繁体 http://fuku-tabi.jp/tw/ 

6월 29일 
스웨덴의 스테판 레논 
주일대사가 후쿠시마현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7월 2일 
중국 산서성 대동시 
시장을 포함핚 경제인등 
25명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아이즈 
와카마츠시를 방문, 풍문 
피해의 실태에 대해서 
시찰했습니다. 

7월14일 
(프랑스혁명기념일), 
후쿠시마현 조기 
부흥을 염원하며 주일 
프랑스대사관이 
코오리야마시에서 
재해자들을 초대해 
「파리제」를 
개최했습니다! 

7월 16일 
오스트리아 대사 윳타 
슈테판 바스톨씨가 
소우마시를 방문, 
8월에 재해학생 지원 
프로젝트로 
오스트리아를 방문 
예정인 후쿠시마 
고등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Stand Up Fukushima! http://www.tif.ne.jp/fuku/ 

다음호는 9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촬영일: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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