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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그렇지만 이렇게 
돈이 듭니다 

―무료인것은 교과서, 수업료뿐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의외로 돈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국 헌법에 있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립의 초·중학교에서는 수업료나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급식비나 학교의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 그리고 소풍에 드는 비용, PTA 

회비 등이 보호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의외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내는 것은 

적어도 연간 든 비용을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급식비는 연간 평균 약 41, 000 엔. 

학교 교육비는 연간 평균 약 57, 000 엔. 1 학년의 입학시에는【란도셀】이라고 하는 큰 

가방을 구입하는 것과 체육복이나 학교 지정의 교재 문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 

학년은【수학 여행】의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문교부의 통계에 의하면 학교 교육비에 1 

학년은 약 88, 000 엔, 6 학년은 약 82, 000 엔이나 든다고 합니다. （평성 18년도 실시） . 
 
 
 
 
 
 
 
 
 
 
 

의무 교육이라고는 해도 이만큼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는 금방 크기때문에 체육복이나 수영복 등은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짧네요. 의외로 깨끗해 버리기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의 친구를 통해서 물려받는 것도 절약방법의 하나입니다.  

 
また、日常的に使う文房具、上履きなどはお店によって値段もまちまちです。どのお店が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방구, 실내화 등은 가게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은 아이를 무료로 

맡아주는 공공의 장소라고 안이 

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는 사회의 중요한 보물입 

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보 

물을 키우는 데는  역시 비용이 

꽤 든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급식비 학교교육비 합계 

평  균 41,000 57,000 98,000 

1 년  41,000 88,000 129,000 

2 년 41,000 34,000 75,000 

3 년 41,000 40,000 81,000 

4 년 41,000 42,000 83,000 

5 년 41,000 54,000 95,000 

6 년 41,000 82,000 123,000 

단위：엔 （천엔미만 반올림） 

학교교육비에 포함되는  주된 것 

●수학여행・소풍・견학비 

●PTA 회비 

●학용품･실험실습재료비 

（학용품, 체육용품 , 악기 등） 

●교과외 활동비（클럽활동비  등） 

●교복（있을 경우） 

●통학용품비（란도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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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싼지, 보호자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학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알고 지내는 보호자가 늘고 지나가는 

잡담속에서 육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교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아빠/엄마 

네트워크」는  만일의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 각시마치무라는 학용품·통학용품비·교외활동비·수학여행비  ·급식비·의료비 

(법으로 정하는 질병)를 원조하는「취학원조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기준을 만족시키면 외국적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에 상담해 주십시오. 불안하실 때는 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사회의 보물입니다.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나 사회의 힘을 빌려 

소중히 키워갑시다.      （글·우에시마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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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학 입학을 기다리는 편부모가정아동에게 취학준비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2 월 31 일에 매년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바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소바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날  강사선생님은 알고계시는  일본어 

=                    선생님이기도 하신  토츠가선생님. 
                      참가비는  무료. 도전해보세요. 

12 월 17 일은 

일본어 교실의 

소바만드는 체험날 

즐거운「파소콘교실」 

12월～5월 
 점차로 잘 익혀진다는 평판이 좋은  카지선생님의「파소콘 
교실」 . 12 월기 부터의 외국적시민의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  
있市民の学習者を募集しています。プロのパソ  습니다. 프로파소콘강사에 의한  본격적 지도입니다.  파소콘지참이 원칙입니다만  3대정도는  

센터의 것으로 사용이  가능. ＰＣ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센터의  일본어  교실로  신청하세요 

 의무교육도 돈이 듭니다. 사회의 보물인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정의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편부모가정 아동 취학준비금지급제도」라고 하는 현의 제도입니다. 

●대 상 평성 22 년 4 월에 중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을 기르고 있는 편부모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성 21 년도의 

시민세비과세세대인 분(생활보호수급세대는 제외합니다) 

●지급액 중학교입학아동 한사람당 1 만엔 

●신청방법 송금처금융기관의 통장을 가지고 오셔서 육아지원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마감일 12 월 28 일(월)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출산육아일시금이 늘어납니다 

 평성21년10월1일  이후에 출산하시는  
분은 지급액이 38 만엔에서 42 만엔으로  
늘어납니다. 지급방법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다니는 병원이나  시나 마치의  
보험연금과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전문 지원조직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지원상담센터 사이타마・・・입관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ＦＡＸ ０４８－８３３－３６００ 

●법테라스사이타마외국인무료법률상담・・・ 

입관법, 재류자격, 결혼 등, 변호사에 의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０５０－３３８３－５３７３ 로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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