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

푸드뱅크는
『식품을 통한 서로 돕기』
■ 부담없이 모일 수 있는『장소 만들기』
142人

푸드뱅크 활동은「식품을 통한 서로돕는
（人）인
지역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년 10 월부터
（月）월
92人
시작한「FICEC 푸드뱅크」는 외국인과 일본인이
85人
72人
65人
편하게 소통하며 서로 돕는 장소를 만드고자
61人
49人
합니다.
21人
「FICEC 푸드뱅크」의 이용실적을 그래프화 해
7人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의 영향도 크지만, FICEC 의
푸드뱅크가 외국인들에게 점점 많이 알려지고
10月 11月 12月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는 FICEC 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스탭에게 문의해 주세요.
월요일～금요일（10:00～16:00）토요일（10:00～12:00）

■「식품의 낭비를 줄입시다」
푸드뱅크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푸드뱅크는 「식품낭비를 없애자」는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든 식품이나, 그 외의 여러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을 모아서 낭비없이 소비하는 것, 식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푸드뱅크입니다.
식품을 제공하는 데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식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우선이지만,
요리를 할 수 없는 분 등, 생활궁핍자에게 주고도 남을 정도의 식품이나 다 소비할 수 없을
정도의 식품이 있을 경우는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 제공 범위를 넓혀 모두 나누어
먹어서 식품의 폐기를 막자는 의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단체（어린이회, 스포츠 소년단 등）」, 「고령자 단체」, 「지원단체（FICEC
등）」에 제공합니다.

■「음식을 통한 외국인과의 교류 및 상부상조」
푸드뱅크를 담당하는 스탭은 「식품을 나누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같이
먹읍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식품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식품은 모두 무료입니다.
FICEC 이기에 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한 외국인과의
교류・서로돕기」활동에 참가합시다.

FICEC 는 기부받은 의류나 학용품 등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상담,

일본어교실,

국제어린이클럽,

번역

등으로 FICEC 에 오셨을 때「FICEC 푸드뱅크」와
「바자용품코너」에 들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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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EC 에서는월～금요일 10 시～16 시에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러 사무소에 갔습니다. 이름이 달라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름 표기가 영문일 경우는 주민표, 연금수첩, 은행통장, 사회보험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은행에 따라서는 가타카나로만 통장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을
기준으로 재류카드를 만듭니다. 통장이나 연금・보험서류에 이름을 기입할 때는 가타카나 표기를
통일시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해 둡시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다르다면 보험이나
연금이 만기가 되기 전에 정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정주자 비자의 여성입니다. 내년 아이가 성인이
됩니다.

저의 정주자 비자는 없어져 버리는지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 어머니의 정주자 비자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정주자 비자 원칙으로는 「자신이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입국관리국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시험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본어 공부 중인 여러분！

■국제교류기금일본어기초테스트（JFT-

자신의 일본어 능력 레벨을 알고 싶으신 분！
일본어 능력을 알 수 있는 시험을 소개합니다

■일본어 능력시험（JLPT）https://www.jlpt.jp/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
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해, 인정하는 시험
입니다. N1 에서 N5 까지 레벨이 있습니다.
시험은 마크시트 방식입니다.
시험 결과는 2 개월 후에 도착합니다.
2021 년 제 2 회 시험일：12 월 5 일(일)
≪신청은 9 월 16 일(목)17：00 까지≫

Basic）https://www.jpf.go.jp/jft-basic/
주로 취업을 위해서 일본에 오는 외국인을 대상
으로 「어느 정도의 일상 회회가 되고 생활에 지
장이 없는 정도의 능력」인지를 판정합니다
시험 회장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해 답하며 시험이
끝나면 화면에 종합득점과 결과가 표시됩니다.
2021 년 3 월부터 일본 국내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특정기능 1 호」를 취득하기 위해서
는 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또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 중 하나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FICEC 사무소
리뉴얼 했습니다.

영어 프리토킹 교류회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도 자신이 없는 분도 누구나 환영합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프리 토킹
＊9/25(토) 오후 2：00-4：00
합니다.
・코로나 감염예방에 만전을
＊후지미노 국제 교류센터
기하고 있습니다.
＊참가비/음료비 200 엔
・코로나로 인원제한을 할 수
新型
コロナウ
ィルス感染拡
＊신청 大防止
049-256-4290
있으므로 미리 예약해 주시기
のため、延期となりました。
바랍니다.

영어로만 말하는 교류회英語が苦手な
方も上手な方も大歓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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