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成２４年度版

- 히로시마시립학교 입학수속에 대하여 만 6 세를 지난 첫 4 월부터 만 15 세까지의 자녀분이 히로시마시립 소학교,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본인 아동학생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시립 소학교, 중학교 수업료는 무료이며,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히로시마시립학교 이외의 학교에 취학할 예정이 없는 자녀분은, 장래의 여러 가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꼭 히로시마시립학교에 입학해 주십시오.
입학수속은,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 학사과 또는 각 구청 시민과  출장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수입에

따라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용품비나 급식비 등에 대하여 히로시마시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초적인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자녀분께는

일본어지도

협력자를

학교에

파견합니다.

 언어문제 등으로 통상보다 낮은 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학수속을 하기
전에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 학사과（082-504-2469）로 연락 주십시오.

히로시마시립학교 입학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 학사과（082-504-246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조선어, 베트남어, 중국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자세한 취학안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001.htm#a09）

（ハングル）

취학 원조제도에 관한 안내

히로시마시에서는 수입이 다음 기준액보다 적은 분으로 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자녀분이 시립
소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학용품비와 급식비 등에 대하여 원조해 드리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2012 년도 기준입니다. 또한 대략의 기준액이므로 세대의 연령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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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총소득액

약 234 만엔

약 297 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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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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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5 만엔 증가

(주) 연간 총소득액이란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원조대상 비용은
(1) 학용품비 등 (2012 년도의 금액)
소학교 1 학년 12,610 엔

소학교 2 학년~6 학년 14,780 엔

중학교 1 학년 23,880 엔

중학교 2 학년, 3 학년 26,050 엔

(2) 신입학 학용품비 등 (2012 년도의 금액)
소학교 1 학년 19,900 엔

중학교 1 학년 22,900 엔

(3) 학교 급식비, (4) 수학여행비, (5) 야외활동비, (6) 학교병의료비
등 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수학여행비 및 학교병의료비만이 대상이 됩니다.)
수속은 입학 후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위원회 학사과(504-2469)로 상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