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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90-8947-3998
茨城県稲敷郡美浦村みどり台767-34　

미륵도사 할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면
도사 할아버지 원력이 대단하셔서 소원성취
성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예약은 필수 입니다.

천신대명신당

1370081
常陽銀行  美浦支店 (지점번호: 117)
1370081
常陽銀行  美浦支店 (지점번호: 117)

계좌
번호

천신제자

이유없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 원인을 찾아
고쳐드립니다.

조상ㆍ산소ㆍ이장ㆍ이사ㆍ취업
개업ㆍ진학ㆍ신병ㆍ매매.. 기타
모든 막히고 어려운 일들을
신의 말로만 전합니다.

아무것도 묻지않고 귀신같은
점사로 한국에서도 이름난 대명신당.
미래가 알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토지・건물・점포・아파트・맨션 등 빨리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고민인 분 연락주세요
단 시간에 팔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점포・아파트・맨션 등 빨리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고민인 분 연락주세요
단 시간에 팔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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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화 

●사이즈：세로17×가로4.5×두께3.5cm
●중량：약90g　●충전시간：약2∼3시간
●진동주파수：약25KHz　●소비전력：5W
●가동시간：약60분(풀충전시)
●재질：플라스틱·스테인레스
●부속품：본체 캡, AC어댑터,미니USB케이블

6,000\6,000\

부속품

스토어에서 체험가능
東京・大阪・福岡

1년
보증

B27443상품번호

초당 24만번의 진동으로 피부의 더러움과
모공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 등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초당 24만번의 진동으로 피부의 더러움과
모공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 등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스킨클리너 플러스

모공
케어

각질
케어

EMS 기능과 이온 도입기능을 더한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가 가정으로!

무선타입으로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EMS 기능과 이온 도입기능을 더한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가 가정으로!

무선타입으로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 미안기에

이온도입과 EMS기능을 플러스!

업무용 스킨 스크러버 미안기에

이온도입과 EMS기능을 플러스!

(세금별도)

상품명: 스킨클리너 플러스

0120-9999-19무
료0120-9999-19 03-5812-8989유

료03-5812-898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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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메가

★이사하실 때 문의 주세요!

ID

단기, 장기 렌탈가능!

HANSOLJPHANSOLJP

렌탈렌탈

※지역・건물 한정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유 ,무선 동시 사용가능!無제한

인터넷 이전 설치 해드립니다 !

フレッツ光ネクスト
               ファミリースーパーハイスピードタイプ隼

신청가능! 당일 발급 가능!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

비자, 카드
상관없이

인터넷 이전 설치

★빠른 속도 

★가장 싸고 간단하게

인터넷 설정 무료무선 공유기

동경포교당 주지 월광 합장

���-����-�������-����-����

치바켄 카시와시 이즈미마치 �-�� サポーレ柏 ���호
카시와 역에서 �분거리

혼자 고민 마시고 물어보세요
영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뚫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드립니다.

약사여례 염회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월력을 받아 불자님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을 드리도록
기도하는 기도 도량입니다.

관재구설 조상천도ㆍ영가천도
금전운ㆍ재수운ㆍ사업운ㆍ영업운
매매는 비방술 있습니다 

비 통 지 사 절

약사여래 염화사
주지 송암 합장

8 | 광고문의 T. 03-6273-9900



2,000메가

★이사하실 때 문의 주세요!

ID

단기, 장기 렌탈가능!

HANSOLJPHANSOLJP

렌탈렌탈

※지역・건물 한정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유 ,무선 동시 사용가능!無제한

인터넷 이전 설치 해드립니다 !

フレッツ光ネクスト
               ファミリースーパーハイスピードタイプ隼

신청가능! 당일 발급 가능!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프로바이더

비자, 카드
상관없이

인터넷 이전 설치

★빠른 속도 

★가장 싸고 간단하게

인터넷 설정 무료무선 공유기

동경포교당 주지 월광 합장

���-����-�������-����-����

치바켄 카시와시 이즈미마치 �-�� サポーレ柏 ���호
카시와 역에서 �분거리

혼자 고민 마시고 물어보세요
영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뚫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드립니다.

약사여례 염회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월력을 받아 불자님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을 드리도록
기도하는 기도 도량입니다.

관재구설 조상천도ㆍ영가천도
금전운ㆍ재수운ㆍ사업운ㆍ영업운
매매는 비방술 있습니다 

비 통 지 사 절

약사여래 염화사
주지 송암 합장

월간비지  | 9



한국에서도 일본 “03” 번호 그대로

http://www.acejp.kr

국제전화카드・와이파이
유심・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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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e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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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효과

에이징 케어 효과

필링 효과

플라즈마 청정

플라즈마가 피부의 흡수력을 높히고 
미용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해줍니다. 
또한, 이온을 투입,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넘은 
고침투력으로 매끈한 피부를 만듭니다.

플라즈마의 효과와 자극에 의해서 피부의 
생기와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젊음이 넘치는 
듯한 생기와 윤기가 넘치는 피부로 케어 
해드립니다.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효과로 피부결이 
정돈되며, 얼룩졌던 피부색 또한 정돈됩니다. 

플라즈마가 세균분자구조를 분해함으로써
강력한 청정력을 발휘합니다.

■사이즈：가로50×세로50×높이170mm
■중량：약200g  ■정격전압：AC100-240V 50/60Hz 
■충전시간 : 약90분 ■사용시간 : 60분
■원산지 : 한국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케어를

해보아도
거친 피부결이

나아지지
않는 분 미용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

피부 늘어짐
주름, 모공 등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는 분

피부에
투명감이 없고

쇠퇴함을
실감 하는 분

프라즈마쿠루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プラズマクル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

54,000
\54,000
\ (소비세 별도)

B30863

상품명: 프라즈마쿠루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정돈 모드

흡수 모드 청정 모드

&&에이징
케어

피부정돈
케어

상단부 사진상단부 사진

0120-9999-19무
료0120-9999-19 03-5812-8989유

료03-5812-8989�����������
����

�������������������
	���
� 주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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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효과

에이징 케어 효과

필링 효과

플라즈마 청정

플라즈마가 피부의 흡수력을 높히고 
미용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해줍니다. 
또한, 이온을 투입,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넘은 
고침투력으로 매끈한 피부를 만듭니다.

플라즈마의 효과와 자극에 의해서 피부의 
생기와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젊음이 넘치는 
듯한 생기와 윤기가 넘치는 피부로 케어 
해드립니다.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효과로 피부결이 
정돈되며, 얼룩졌던 피부색 또한 정돈됩니다. 

플라즈마가 세균분자구조를 분해함으로써
강력한 청정력을 발휘합니다.

■사이즈：가로50×세로50×높이170mm
■중량：약200g  ■정격전압：AC100-240V 50/60Hz 
■충전시간 : 약90분 ■사용시간 : 60분
■원산지 : 한국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케어를

해보아도
거친 피부결이

나아지지
않는 분 미용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

피부 늘어짐
주름, 모공 등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는 분

피부에
투명감이 없고

쇠퇴함을
실감 하는 분

프라즈마쿠루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プラズマクル프라즈마쿠루 プラズマクル

54,000
\54,000
\ (소비세 별도)

B30863

상품명: 프라즈마쿠루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3가지 모드로
집중 케어!!

정돈 모드

흡수 모드 청정 모드

&&에이징
케어

피부정돈
케어

상단부 사진상단부 사진

0120-9999-19무
료0120-9999-19 03-5812-8989유

료03-5812-8989�����������
����

�������������������
	���
� 주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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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료

유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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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롤러K
フェイスローラーK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0120-9999-19무
료0120-9999-19 03-5812-8989유

료03-5812-8989

ponit 2

ponit 4
ponit 3

■사이즈： 약18×7.5×3.5cm
■중량： 약238g
■소재： ABS수지, 동 
   알루미늄, 백금도금

방수기능 탑제로
욕실에서도 사용가능!

마이크로 카렌트
(약전류)로 피부에 탄력을!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간단한 조작과 기능

(소비세별도)

B30362상품번호

마이크로카렌트 탑재 페이스롤러는
자신의 얼굴의 신경쓰이는 부분을
집중 케어합니다. 프로 맛사지
사의 기술을 담기위해 130
도로 회전하는 롤러를 채
용, 편안한 자극을 주는
프로 미용기기입니다. 

집에서 하는 에스테 집에서 하는 에스테 

ponit 1
독자의 [팔자 모양]
롤라로 확실한 맛사지 

상품명: 페이스 롤러K

약 130°

3,980\3,980\

�����������
����

�������������������
	���
� 주문전화 

￥ 5,800
（
税
抜
）

제품명: 모공흡인 클린 스팟

40°
温

15°
冷

■사이즈：길이17.2cm×너비4.2cm×두께5.7cm
■중량：176g
■정격전압：DC5V
■소비전력：3W
■부속품：흡인 캡 4개, 필터 스펀지

01

02

피부고민 이젠 안녕!

모공흡인으로

������
����
������
����

����
����

	����
����
����

����

모공흡인

�����
� ���
����������

������
��������

��������

���� ������

클린스팟

0120-9999-190120-9999-190120-9999-19
03-5812-898903-5812-898903-5812-8989

무
료

유
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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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롤러K
フェイスローラーK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깔끔한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0120-9999-19무
료0120-9999-19 03-5812-8989유

료03-5812-8989

ponit 2

ponit 4
ponit 3

■사이즈： 약18×7.5×3.5cm
■중량： 약238g
■소재： ABS수지, 동 
   알루미늄, 백금도금

방수기능 탑제로
욕실에서도 사용가능!

마이크로 카렌트
(약전류)로 피부에 탄력을!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간단한 조작과 기능

(소비세별도)

B30362상품번호

마이크로카렌트 탑재 페이스롤러는
자신의 얼굴의 신경쓰이는 부분을
집중 케어합니다. 프로 맛사지
사의 기술을 담기위해 130
도로 회전하는 롤러를 채
용, 편안한 자극을 주는
프로 미용기기입니다. 

집에서 하는 에스테 집에서 하는 에스테 

ponit 1
독자의 [팔자 모양]
롤라로 확실한 맛사지 

상품명: 페이스 롤러K

약 130°

3,98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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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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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
（
税
抜
）

제품명: 모공흡인 클린 스팟

40°
温

15°
冷

■사이즈：길이17.2cm×너비4.2cm×두께5.7cm
■중량：176g
■정격전압：DC5V
■소비전력：3W
■부속품：흡인 캡 4개, 필터 스펀지

01

02

피부고민 이젠 안녕!

모공흡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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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료

유
료

�����������
����

�������������������
	���
�

월간비지  | 17



마츠다 세무사의 세무교실

中村鈴木

東京都台東区上野3丁目16-3上野鈴木ビル3階 오카치마치역�도보5분, 우에노�마츠자카야�백화점옆 

유학
법인

소

추석 보름달도 지나고 지내기 좋은 계절이 되어 사람

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

의 정체감은 지울 수 없는 듯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행동 제한에서 오는 경기

의 감속 악화에 수반해 회사의 실적도 크게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때문에, 회사의 실적 확보와 자

금융통의 관계로 임원 보수의 인하(引下) 나 일시휴지

(一時休止)를 검토하고 있는 대표님도 많은 듯합니다.

회사의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임원 보수를 인하(引下) 

하는 것은 이치에 합 당합니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실적악화 사유에 의

한 임원 보수를 기간한정으로 감액하는 경우, 인하(引

下)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서 결정해 실시하

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일단 인

하(引下)한 보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시기나 절차에

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회에서 6개월 한정으로 임원보수의 감

액을 결정했으므로 기간경과를 거쳐 자동적으로 원래

대로 되돌리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

액된 보수액과 원래대로 되돌린 보수액의 차액은 세무

상으로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과세의 대상이 된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보수액이 

변동하는 것을「개정」이라고 하며,「증액개정」을 

실시할 때는「임시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의 결산종료 후의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회사의 매출이 회

복된 것만으로 인하(引下)한 임원 보수를 원래대로 되

돌리는 것은 '임시 개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활동

은 할 수 없으므로, 임원이 종전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것이 이상(異常) 상황으로서 임원의 직무내

용에 중대한 변화 및 변경이 생긴 것으로 부득이 임원

보수를 임시로 인하(引下)한 것을 원상태로 되돌렸다

고 인정되면, 증액한 금액은「임시개정 사유」에 따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증액한 금액을 세무

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인하(引下) 하게 된 경

위나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등을 미

리 이사회 등에서 미리 정해 놓고, 회의록이나 품의서

에 남겨 회사에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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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 세무사의 세무교실

中村鈴木

東京都台東区上野3丁目16-3上野鈴木ビル3階 오카치마치역�도보5분, 우에노�마츠자카야�백화점옆 

유학
법인

소 경영관리경영관리

및 미국 비자및 미국 비자
음식점 및 풍속 허가 신청, 고물상 허가 신청음식점 및 풍속 허가 신청, 고물상 허가 신청

카카오ID: ikedaaria2627

컨설팅컨설팅

070-5088-8044
090-7801-8044
070-5088-8044
090-7801-8044

TEL: 03-6384-2755
FAX: 03-6384-2756

찾아오시는 길
위치: 지하철 마루노우치센 신주쿠 교엔마에역에서 하차 1번출구에서 1분거리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2-2-10サニープラザ新宿御苑503

☆귀화신청(국적�취득)・영주권신청・정주권�신청
☆재류자격인정・취득・갱신・변경�등의�신청

☆상륙특별�허가�신청(강제�추방된�후�재입국)
☆불법체류자의�재류특별허가�수속(결혼비자)
☆불허가�후의�재신청    ☆경영관리�비자�취득 ☆각종�이유서, 사유서�작성, 공증서류�작성�인증절차

090-7801-8044

출장상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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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체 주소록

03-6273-9900

3

6

7

한
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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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록

     병원 
•아시안클리닉

1

도쿄대의대 전문의의 안전한 성형과
객관적 조언!
0120-070-901
090-9102-1164 (한국어 전용)

03-4570-2220 / 080-4119-4700

     해외송금 
•Y&W

2

03-5273-6018
최고의 환율로 빠르고 안전하게!

보다 싸게!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하나송금

03-5468-8135
080-4358-0159 (한국어)

비자문제, 세무문제 수년간의실적과
노하우로 해결!

•KAN 행정서사 사무소

03-5850-3981 / 080-4202-2022

불법체류자 재류특별수속
각종비자 상담!

•이이다 행정서사 법무사무소

03-3505-5788 / 090-4705-9133

영주, 귀화, 각종 행정 업무 상담 및
풍속허가 신청!

•오세인 행정서사 사무소

03-5291-7451 / 080-5403-7451

한국<->일본!
매월 저렴한 할인 항공권 다수보유

•조은 여행사

0467-53-9378 / 080-4723-1600

점포 내・외장 공사, 카페 레스토랑
인테리어 상담환영

•대풍건축

03-638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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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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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32-9330•장터 신오오쿠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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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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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기타

비지에 전화번호 등록을 원하시는 업체는 03-6273-9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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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전화번호 : 03-3403-3388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소 : 〒106-0046 東京都港区元麻布3－4－33
　　                        東京メトロ六本木駅역에서 하차하여 テレビ朝日通り를 남쪽방향으로 도보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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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락처 안내

03-6273-9900

     주 일본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 03-3452-7611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 1-2-5
　　                        南北線 또는 都営大江戶線의 麻布十番역에서 하차하여 南北線 1번 출구로 나온 후,
               仙台坂下(広尾방면)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

     주 일본 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번호 : 03-3455-2601
•근무시간 : 월~금    여권,가족관계등록, 국민등록, 영사확인 접수 : 09:00~16:00 
                                       비자접수 : 09:00~11:30/ 비자교부 : 14:00~16:00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 1-7-32
               南北線 또는 都営大江戶線의 麻布十番역에서 하차하여 2번출구로 나온 후, 
               五反田 방향으로 도보3분정도의 거리 왼편에 위치한 한국중앙회관 2층.

     한국 문화원
•전화번호 : 03-3357-5970
•주소 :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 4-4-10
               丸ノ内線의 四谷三丁目역에서 하차하여 1번또는 2번 출구로 나온 후,
               新宿 방향으로 도보 3분정도 거리의 왼편에 위치.

    주 오사카 한국총영사관    
•전화번호 : 06-6213-1401
•주소 : ⊩542-0086 日本國大阪市中央區西心齋橋 2-3-4

    주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   
•전화번호 : 092-771-0464 
•주소 : ⊩810-0065 福岡市中央區地行浜 1-1-3

    주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전화번호 : 045-621-4531 
•주소 : ⊩231-0862 神奈川県横浜市中区山手町118

　 주 나고야 한국총영사관
•전화번호 : 052-586-9221 
•주소 : ⊩450-0003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南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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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다공항 종합 안내 
•전화번호 : 03-6428-0888

    나리타공항 종합 안내 
•전화번호 : 0476-34-8000

    대한항공 
•도쿄 : 03-5443-3311
  오사카 : 06-6264-3311

    아시아나 
•도쿄 : 03-5812-6600
  오사카 : 06-6282-1888

    한국 공항종합안내(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전화번호 : 1661-2626

    한국 인천공항 
•전화번호 : 1577-2600

    제주항공 
•전화번호 : 0570-001132

    간사이공항 종합 안내 
•전화번호 : 072-455-2500

은
행

    외환은행 
•도쿄 : 03-3216-3561
  오사카 : 06-6201-2600

    국민은행 
•도쿄 : 03-3201-3411
  오사카 : 06-6205-7281

    신한은행 
•도쿄 : 03-4560-8017
  오사카 : 06-6843-2341

    외한은행  
•전화번호 : 1544-3000

    국민은행  
•전화번호 : 1644-9999

    신한은행  
•전화번호 : 1599-8000

    우리은행  
•전화번호 : 1588-5000

    하나은행  
•전화번호 : 1599-1111

    NH농협  
•전화번호 : 1588-2100

대
한
민
국 

현
지
관
련

    주한 일본대사관
•전화번호 : 02-2170-5200
•주소 : 〒110-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2

　 주 고베 한국총영사관
•전화번호 : 078-221-4853 
•주소 : 〒650 - 0004 神戶市 中央區 中山手通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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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은 6개월 기준 무료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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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은 6개월 기준 무료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서울카페쇼는 새로운 카페 문화와 트렌드를 선보
이고, 관련 업계의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기 위해 매년 11월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커
피/카페산업 전문전시회입니다.

전세계 40개국 600개사 3,500여 브랜드가 참
가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잠재적인 플랫폼 서울
카페쇼에서 업계의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커피인의 Must-Attend 
Event! 산업과 문화가 접목된 서울카페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A Cup of 
the World, 커피로 하나가 됩니다.

●행사기간: 2020. 11-04 ~
                                       2020. 11-07(4일간) 

●행사장소: 코엑스 전관 (Hall A~D, 36,007㎡)

●행사시간: 10:00~ 18:00

●전시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류, 아이
스크림, 초콜릿, 음료/주류, 장비/설비, 인테리
어, 프랜차이즈/창업, 주방가전, 외식산업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세계 최고 커피석학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
이는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 커피 업계 글로
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트렌드 및 정보를 공유하
고 커피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
다. 또한 업계 전문가부터 카페 창업 희망자들까
지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의 커피분야를 다
루는 세션이 진행됩니다.

●서울 커피 페스티벌
이제는 커피도 내/멋/대/로 마신다!
제4회 서울커피페스티벌의 컨셉 ‘커피랜드
(COFFEELAND)’는 최근 떠오르는 *나나랜드 
트렌드를 반영한 커피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
로운 축제의 장입니다. As being coffeelander! 
커피를 향한 나만의 가치를 찾아 다양한 프로그
램과 함께 여행하는 진정한 커피랜더가 되어보
세요!

●체리스 초이스
히트 예감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

는 서울 카페쇼의 인기
제품/ 신제품 쇼케이스
입니다. 커피열매인 '체
리'의 선택이라는 네이
밍으로 커피 체리가 최
고의 맛을 위해 선택한 
아이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방문 및 집회 참여는 지양되고 있습니
다. 축제가 열리는 시기의 정부지침과 시와 도관
계청의 지침에 따라서 축제 참여를 충분히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카페쇼는 지방 방역 프로그램인 [COVID 19 
Free Zone]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 
대책이 완비된 안전한 전시회.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한 스마트한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정부에서 지정했던 고위험 시설이 
아니며 전시회는 산업적 행사로 분류되어 철
저한 방역 속에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COVID-19 감염사태 이후 전구 전시장을 방문
한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중 집단 감염 및 2차 
전파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제19회 서울카페쇼

주최 - 엑스포럼

주관 - 엑스포럼

연락처 - 02-6000-6720 
홈페이지 - cafeshow.com/kor/main.asp
입장료 - 무료

취향 맞춤 다이닝룸, 이렇게 꾸며라

행복한 책 읽기 11월의 추천 도서 

아이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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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특히나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대한민국에
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비지에서 2020년 한국에서 이슈가 된 화제거리를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첫 우한폐렴 확진자 발생!

만 18세 학생 유권자 탄생!

역시 2020년 최고의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180°바꿔버린 코로나 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으로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아직도 감
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
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원래의 
생활로 돌아 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힘내서 위생에 유의
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
허 취득부터, 입대, 공무원 시험 응
시 등 모두 가능하지만 단 한 가지 
투표권만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
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18

세 (2002년생)로 낮춰지면서 4월 16일 이전 출생자 고3 학생들도 4월 15일 제 21대 총선부터 가능해
졌지요. 선거법 개정으로 2001년 4월 17일 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들은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고3학생들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1%가 조금 넘는 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19

선거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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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특집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개 부문 수상

201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 기생충. 상류
층과 하류층, 두 가족의 만남을 다룬 대한민국의 블랙 코미디 
가족 드라마 영화인데요. 역대 한국 영화 매출액 1위 역대 황
금종려상 수상작 1위를 달성했으며 한국 영화사 최초로 칸영
화제 황금종려상,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아카데미 시상

식 작품상 등의 위업을 
달성한 기념비적인 작
품입니다. 세계 영화사
를 통틀어 대중과 평단
을 모두 사로잡은 역대
급 작품으로 평가되므
로 2020년 이슈가 된 
화재거리로 선정해 보
았습니다.

2019년 9월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대규모 산
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규모를 설명하자면 산
을 태운 연기가 뉴질랜드를 넘어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과 도쿄만 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인해 약 18만6천㎢ 우리나라 면적
이 약10만㎢ 인 것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엄
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호주 전체 숲의 14%가 타버렸으며 총 사망자 수는 28명이며 그중 10여명이 소방관이라고 합니
다. 기상학자들에 따른 이번 산불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인도양 쌍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 온도차가 심해져 동아프리카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반면 호주에는 가뭄
이 지속되고 비가 적게 내리게 되어 더욱 확산되었다는 관측입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에 자주 산불이 일곤했지만 이러한 현상에 산불진화에 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호주. 호주 전역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

영화 기생충

5개월간 호주를 태운 대규모 화재

호주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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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특집

집돌이 집순이들의 1픽! 모여봐요

텔레그램 성착취 방

혹시 모동숲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닌텐
도가 제작한 커뮤니케이션 게임 '모여봐
요 동물의 숲'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출시한 동물의 숲 열풍이 3월을 장식했
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
속되고 있던 때 집에만 있기 따분하던 유
저들에게 엄청난 열풍이되어 남녀노소 
불구하고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는 기이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
터는 물론 연예인까지 모두 자신이 플레
이하는 동물의 숲 속 섬을 인증하고 SNS
에 올리며 커뮤니티 사이트를 뜨겁게 달
궜습니다.

2020년 가장 큰 화제거리로 말하자면 역시 n번방 사건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용의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
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
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빌
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
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결
국 이들 용의자는 검거되어 이래적으로 신상공개까지 다다른 사
건이었습니다.

특히나 박사방을 운영했던 용의자 조주빈
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인, 연우, 예
원, 신아영, 김하영, 이다인 등 다수의 여자 
연예인들을 팔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조주빈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드러남에 따
라 연예인들의 계정차단 릴레이와 함께 계
정을 알려준 팬들에게 감사 메세지와 조주
빈을 비판하는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조주
빈은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
이 공개되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물의 숲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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