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 

一宮市防災メール 登録・解除の流れ 

이치노미야시 방재 메일 등록·해제 방법 

■등록 방법 

１．(내용없슴의 빈 메일 송신) k.anshin@138bousai.jp   



２． (메일 수신) 메일 수신 정식 등록 안내 

메일 수신 임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1 주일이내로 정식 등록 

수속을 실행해 주십시오.  



３． 이치노미야시 방재 메일 수신 이용자 등록 

본 메일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이하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경보 등)  

방재정보(지진, 해일)  

본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면책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책 사항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다음 " 



４． (다음 화면) 등록 내용의 확인

아래의 설정으로 하시려면 「등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등록」 「뒤로」  





５． (메일 수신) 메일 수신 등록 완료

이치노미야시 방재 메일 수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해제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메일 수신 해제 방법 

① 링크를 클릭  

메일 수신 해제  

「등록 해지」  

② (다음 화면)메일 수신 해제 확인  

xxxxx＠xxxxx.ne.jp 님  

메일 수신 등록을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③ (다음 화면)메일 수신 등록 삭제 완료  

이치노미야시 방재 메일 수신 등록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메일 수신)메일 수신 등록 삭제 완료  



■면책 사항

① 본 시스템은 이치노미야시가 자연 재해 등에 관한정보를 메일로 제공하는 것이오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본 시스템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사오나, 통신비에 관해서는 이용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스팸메일 거부 설정을 하신 분은, ※anshin＠138bousai.jp 로부터 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주십시오.  

④ 이용자께서 사용중이신 메일 환경등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을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통신 환경등으로 사이트에의 접속 및 메일을 수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⑥ 강우량, 수위 등의 관측 수치는 관측 기기로부터 발송된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이상 수치가 그대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⑦  본 시스템은 24 시간 운용하고 있으므로, 메일은 시간에 관계없이 전송됩니다.  

⑧ 본 시스템에서 발송한 메일이 시스템 오류로 반송된 경우, 이용을 해지할 경우도 

있습니다.  

⑨ 본 시스템은 통신회선장애, 시스템장애, 긴급점검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ㅜ에게 

통지하지 않고 발송을 정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⑩ 본 시스템의 서비스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 또는 삭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⑪ 본 시스템에 관련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발송한 정보를 복제,  배포, 출판, 방송 등으로 재이용,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메일을 개인이 전송할 경우 내용의 속보성이 상실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