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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미디어 

 

１．TV 
NHKTV（1ch） 

일부의 뉴스프로그램은 일본어와 영어 ２개국어로 방송됩니다. 단 ２중음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 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NHK 뉴스 ７ 매일     19:00～19:30（30 분）  

뉴스워치 ９ 월요일～금요일 21:00～22:00（60 분） 

 

NHK 월드 TV（위성방송：NHK BS） 

 해외용으로서 제작・방송된 NHK 월드 TV 뉴스・프로그램의 일부는 영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NEWSLINE BS1 매일 매정각 

 

＊＊＊ ＮＨＫ방송수신료에 대하여 ＊＊＊ 

 TV 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방송수신료 지불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개월 지불액 ６개월 지불액 12 개월 지불액 

지상계약 2,620 엔  7,475 엔 14,545 엔 

위성계약（지상계약포함） 4,560 엔 13,015 엔 25,320 엔 

  

ＮＨＫ수신료（계약）창구：  

URLhttp://pid.nhk.or.jp/jushinryo/ 

0120‐151515 （9:00～20:00） 

050-3786-5003（9:00～20:00） 

                

＜위성방송＞ 

위성방송을 계약하면 영어뉴스나 영화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뉴스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방송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URL 

NHK BS 0570‐066‐066 

http://www.nhk.or.jp/digital/satellit 

e/index.html 

계약의 창구： 0120－151515 

SKY Perfect 

TV 

0120‐211‐855 https://www.skyperfectv.co.jp/ 

WOWOW 0120‐580‐807 http://www.wowow.co.jp/ 

 

＜케이블 TV＞ 

 케이블 TV 를 계약하면 영어 등의 전문채널이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 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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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라디오 
 NHK 라디오제２방송（828kHz） 

해외용으로 제작・ 방송된 NHK 월드・ 라디오일본의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는 

일본국내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영어 뉴스 14:00~14:15(15 분) 14:00~14:10，（10 분） 

중국어 뉴스 13:30~13:45（15 분） 13:50~14:00（10 분） 

한국어 뉴스 13:15~13:30（15 분） 13:40~13:50（10 분） 

스페인어 뉴스 13:00~13:15（15 분） 13:00~13:10（10 분） 

포르투갈어 뉴스 22:45~23:00（15 분） 23:25~23:35（10 분） 

 

FM COCOLO（76.5MHz）  URL http://cocolo.jp/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３．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하면 홈페이지 열람이나 Ｅ메일의 송수신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거 

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이용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컴퓨터는 구입만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로「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와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요금체계나 서비스 등은 다양합니다． 

 

《주요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전화번호 URL 계열 

OCN 0120‐506‐506 http://506506.ntt.com/ocn/ NTT 

BIGLOBE 0120‐56‐0962 http://join.biglobe.ne.jp/ 전기메이커 

@nifty 0120‐50‐2210 http://setsuzoku.nifty.com/ 전기메이커 

Yahoo! BB 0120‐33‐4546 http://bbpromo.yahoo.co.jp/ 소프트뱅크 

eo 히카리 0120‐34‐1010 http://eonet.jp/go/ 전력 

ZAQ 가입하고있는 케이블 TV 회사로 

문의해주십시오． 

http:// zaq.ne.jp/ 케이블 TV 

                     ＊이 외에도 프로바이더는 많이 있습니다． 

 

ＮＨＫ월드・ 라디오일본 온라인     URL http://www3.nhk.or.jp/nhkworld/ 

인터넷방송으로 １８개국언어로 뉴스를 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８개국언어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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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신문・ 잡지 
외국어의 신문（일간지，주간지）・ 잡지는 정기구독 이외에도 대부분이 인터넷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서점이나 주식회사 OCS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OCS (수입구독 서비스) 

 ０１２０― ６２７－０１２ URLhttps://www.ocs.co.jp/ 

 

 

＜외국어의 신문・ 잡지 등＞ 

 

 타이틀 전화번호 URL 

영어신문(일

간，주간） 

The Japan Times 
03-3453-5312 

(대표) 
http://www.japantimes.co.jp/ 

The Japan News 0120-431-159 http://www.the-japan-news.com/ 

영어잡지・

정보지 
KANSAI Scene 06-6539-1717 https://www.kansaiscene.com/ 

중국어 

중일신보 06-6569-6093 http://www.chunichishinpou.com/ 

중문도보（주간） 03-6822-9881 http://www.chubun.jp/index.php 

유학생신문（월２회） 03-5458-4173  http://www.mediachina.co.jp/ 

필리핀어 

정보지 

Philippine Digest 

필리핀 다이제스트 
070-5010-0459 http://phildigest.jp/ 

베트남어 

정보지 

Hoasen 

호아센 
03-5368-0194 http://gmcinc.jp 

포르투갈어 

정보지 

Alternativa  

올타나티바 
050-6860-3660  http://www.alternativa.co.jp/ 

스페인어 

정보지 

Mercado Latino 

메르카도 라티노 
06-6342-5211  http://www.mercadolatin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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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외국어의 서적・ 잡지가 있는 도서관 

도서관명 주소・ 전화 휴관일 URL 

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 

히가시오사카시아라모토

키타 1-2-1 

 06‐6745‐0170 

월요일，제

２목요일 

휴관 

http://www.library.pref.o

saka.jp/ site/central/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오사카시니시구기타호리

에 4-3-2 

06‐6539‐3300 

제１・ ３

목요일 

휴관 

http://www.oml.city.osak

a.lg.jp 

오사카국제아동문학관 

히가시오사카시아라모토

기타 1-2-1 

 06-6745-0170 

월요일, 제 

2 목요일  

휴관 

https://www.library.pref.

osaka.jp/sit e/jibunkan/ 

（제 외국어의 아동용 

서적・ 잡지） 

오사카대학외국학도서

관 

＊미노오캠퍼스 

미노오시아오마다니히가

시 8-1-1 

 072‐730‐5111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s://www.library.osaka-

u.ac.jp 

（제 외국어 서적・잡지） 

제토로비즈니스라이브

라리 

오사카시 츄오쿠 

아즈치초 2-3-13 

오사카국제빌딩 29 층 

 06‐4705‐8604 

토요일，일

요일，제３

화요일，축

일 휴관 

https://www.jetro.go.jp/li

b/ 

（국제비즈니스에 관한 

자료） 

＊ 거주하는 시정촌의 도서관이나 국제교류센터에 외국어서적이나 잡지를 두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