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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지만 드는 돈이 늘어납니 

다. 실제로 중학교 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요? 

우선 공립 중학교에서 일년에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의 합계와 

내역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학교 생활에 필요한「학교 

교육비」와「학교 급식비」는 어떤 것입니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육비】131,534 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는 무료이며, 수학 여행이나 PTA 회비, 기타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등하교시에는 

기본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입학 전에 교복과 체육복 (각각 

겨울과 여름), 체육관 신발, 야외 신발, 실내화 지정된 가방 등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 활동이 시작됩니다. 동아리 콘텐츠로 드는 돈은 다양하지만 

부비는 어떤 동아리에서도 다소 필요합니다. 체육계의 동아리는 경기용 유니폼, 연습시 

입는 옷, 신발, 공구, 가방, 원정 경기가 있으면 교통비 등이 듭니다. 문화계의 

동아리에서는 예를 들어 취주악부에서는 악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비】36,114 엔 

「일본의 학교급식은 세계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다」라고 할 만큼 급식 내용이 

매우 충실합니다. 영양 관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하며 메뉴는 쌀 등의 곡물과 육류 

· 생선, 야채 등 다방면에 걸쳐 균형이 잡혀 있고 또한 현지 재료를 사용함으로  아동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재료 비용을 부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보호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끼 약 250 엔 ~ 300 엔의 가격으로 

영양 밸런스가 좋은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이 지불하는 학교 급식비로 아이들의 일상 급식 식재료 비용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시고 잊지 않고 반드시 지불하도록 합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은 취학 원조의 절차에 따라 학용품비, 수학 여행비, 의료비 외, 

학교 급식비 등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PTA 교복 재활용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체육복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많아 재활용하기가 어렵지만 유니폼은 사이즈가 맞으면 유익합니다. 학교에서 

배포되는 편지에서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져 오는 편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만약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는 경우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글：카미지마나오미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입니다만 비용이 늘어납니다. 

 

（문부과학성「자녀의 학비조사 2012 년도」） 

학교교육비 131,534 엔 

학교급식비 36,114 엔 

학교외활동비（학원등） 282,692 엔 

합계 450,340 엔 

 

의무교육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까? 
9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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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EC 에서는 이 단체의 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기부형태로 지원해 주실 분을 

「서포터」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찾고 있습니다.  

서포터제도는 기부의 용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응원해 주실 활동을 

선택해주세요 

다언어정보지발행 
매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7 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사이타마현・ 

시마치무라・공민관, 경찰관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원에도 보내고 

싶습니다.연간필요액 50 만엔 

（번역료・송료・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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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미래를 개척 

 

연간 2,000 엔 이상은 기부금공제 

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의 입금용지에 다음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서포트하고 싶은  활동 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기부금공제지정 영수증 유무 

 

■송금 우편대체   

구좌번호：00110－0－369511  

가입자명：（특활）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기부금은 우체국 입급 외 , FICEC 

사무소에서도 수시 접수합니다. 

 

홈페이지 작성 
FICEC 홈페이지는 연간 37 만건의 

억세스！ 

26 년도에는 외국인도 보다 더 보기 

쉬운 홈페이지로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연간필요액 10 만엔 

（번역대, 시스템설계, 디자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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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EC운영비 
후지미노시에서 우래시노마치만들기회관의 

방 하나를 임차계약을 해서 다문화공생을 

목적으로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필요액 285 만엔（임차료・

쉘터운영비 등 유지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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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좌 

기부금 1 구 1000 엔 이상 

국제어린이클럽 
매주토요일（장기방학중은 평일 

1～2 회와 토요일）에 외국 

루츠의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늘고 현재 무료로 

빌리고 있는 장소가 좁아져서  

학습실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의 사용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연간필요액 27 만엔（임차료, 교재・서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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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 서포터 

募集しています 

일본어교실 
매주목요일 일본에 

서 살고 있는 외국 

인이 더 좋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본어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간필요액 20 만엔                    

（서적대・복사대・보란티어연수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