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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무 출근상황 

1 출근일수 타임카드등에 의한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 

2 초근시간 잔업이나 휴일출근등 정시이외에 일한 시간. 잔업을 한 경우는 확인합시다.  

3 유급일수 그 달에 소화한 유급휴일의 일수  

（2）지급 회사에서 지급된 돈. 급여이외에도 회사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당이 지불됩니다 

4 기본급 베이스가 되는 급여금액 

5 통근수당 정기권구입등 통근에 지급되는 돈 

6 주택수당 
회사가 주택비용을 보조해주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임대, 자가,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7 부양수당  가족수당이라고도 함.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사원에게 지급됩니다.  

8 초근휴일수당 잔업이나 휴일출근을 한 것에 대해 지급됩니다.  

（3）공제 （2）의 합계에서 공제되는 돈    

9 겅강보험료 
병이나 사고로 인해 지불되는 자기부담이 경감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사원이 
반반씩으로 자기부담분의 금액이 기재됩니다.  

10 후생연금료  
노후의 생활자금등으로 지불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사원이 반반씩으로 
자기부담분의 금액이 기재됩니다.  

11 고용보험료  실업을 했을 때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12 개호보험료  
나라가 정한 일정의 개호가 필요해 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개호서비스입니다.  
보험료부담은 40 세 이상입니다.  

13 소득세  급여에 맞춰서 지불되는 금액 

14 주민세 도도후켄이나 시정촌에 납입하는 세금으로 전년소득에 대해 징수됩니다.  

（4）차액지급액 최종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2)‐ (3)으로 계산합니다 .  

※내용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XX 年 X 月分 

（
１
）
勤
務 

1 出勤日数  公休日数 3 有給日数 (４)差引支給額 

21    308,905 

2 超勤時間 深夜時間 遅早外時間   

60     

（
２
）
支
給 

4 基本給 管理職手当 夜勤手当   

230,000     

5 通勤手当 6 住宅手当 7 扶養手当 8 超勤休日手当 総支給額 

3,500 10,000  112,200 355,700 

（
３
）
控
除 

9 健康保険料 10 厚生年金料 11 雇用保険料 12 介護保険料 非課税額 

13,000 22,716 1,589 0 3,500 

13 所得税 14 住民税 財形  控除額合計 

7,490 0 2,000  46,795 

급여명세를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까? 

 알아두면 안심. 내용(예)를 해설합니다. 

 

 



◆◆◆◆◆◆◆◆◆◆◆◆◆◆◆◆◆◆◆◆INFORMATION◆◆◆◆◆◆◆◆◆◆◆◆◆◆◆◆◆◆◆◆ 

 ◆◆ 7 ◆◆ 

韓 国 語 

 

 

 

 

 

 

 

 

 

 

  

 

 

 

 

 

 

 

 

 

 

 

Eｌena 씨의 영회화교실 

내용 

ABC 나 기본적인 발음부터 배워서 

영회화에 익숙해져 갑시다.  

모른는 곳은 일본어로도 친절히  

설명합니다.  

강사 
일본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 

요금 1000 엔／1 회 

개최일 매주월요일 〈11：00－12：00〉 

장소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 2F 

장(ZHANG)씨의 중국어회화교실 

내용 

기본적인 발음연습과 간단한 회화를 

중심으로 중국문화에 접하면서 

즐겁게 공부합시다.  

강사 

일본에 온지 25 년 되었습니다.  

초심자에게도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요금 1000 엔／1 회 

개최일 
1／11,18,25  2／1,8,15,22  3／1,8,15 

〈14：00－15：00〉 

장소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 2F 

 「국제살롱」올해의 요리교실의 안내 

 2 월『Afternoon Tea』 

2 월 8 일(금)13:30～ 

 케이크、스콘、 

 파이、샌드위치、홍차 

・과자와 차를 둘러싸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금/2000 엔 

장소/피아자☆후지미(후지미노역히가시

구치앞) 

・신청/ FICEC Tel.256-4290 

 

赤ちゃんを守る「風しん抗体検査」 

を受けましょう!! 

 

 

앞으로의 예정 

 

4 월『우즈베키스탄 요리』 

6 월『한국요리』 

8 월『파키스탄요리』 

10 월『카메룬요리』 

・해당국가의 요리를 배웁니다.  

・요금/2000 엔   

・장소/피아자☆후지미 

・상세는 FICEC Facebook 에서 알려드립니다.

す 

일본어는 익숙해졌습니까? 한가지 더 말할 수 있는 언어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Tel.256-4290 

FICEC 일본어교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가끼조메」（년초에 쓰는 글씨）  
를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1 월 17 일(목) 
일본어교실종료후 

가끼조메는 정월의 행사 
중 하나로 「좋아하는  
글자・꿈・올해의 목표」 
등을 붓글씨로 씁니다. 
1 년간 잘 지내길 원하며 
씁니다.  

「연호」（겐고）란 무엇？ 
올해는 2019 년、해이세이 31 년입니다. 

일본에서는 서력(2019 년)외에、 

천황이 즉위하고 나서부터의 년수를 세어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4 원까지늬 연호는「헤이세이」입니다만 5 월에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므로 연호가 바뀝니다.  

새로운 연호는 4 월에 결정됩니다.  

기념할만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같이 

일본어를 공부합시다.  

 「외국국적시민을 위한 생활가이드 ６개국어판」홈페이지 

  후지미시、후지미노시、미요시쵸의 행정서비스정보를 개제하고 있습니다.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포르투갈어 · 타갈로그어 · 일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