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부금에 대해 학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학군이 1 ~ 7 등급인 일반 학교나 마오리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학교 기부금 제도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기부금 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또 1박
캠프 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정부는
해당 학교에 학생 1인당 연 $150을 지급합니다.

학부모는 이 제도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의 1박 캠프 활동은 예외입니다. 1
박 캠프에 대한 기부금도 학부모가 전부 또는 일부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내지 않을 것인지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해당 캠프 활동이 핵심 학업 프로그램(교과)의 일부면 참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일반 기부금 또는 특정 기부금(예: 일과시간 중의 박물관 견학이나 하이킹 현장학습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부금 또는 특정 목적 기부금(예: 일과시간 중의 박물관 견학이나 하이킹 현장학습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자발적인 행위이므로 요청받은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내지 않을 것인지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해당 캠프 활동이나
현장학습이 핵심 학업 프로그램(교과)의 일부면 참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학교의 기부금 제도 참여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학부모/보호자/가족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
» 학교는 핵심 학업 프로그램(교과)과 관련된 것에 ‘과목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학교는 선택 사항인 품목(예: 펜, 점심)을 제공할 경우 학부모에게 그 비용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그것을 학교에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것인지는 학부모의
재량입니다.
»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학교라면 자녀에게 교복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학교에서
구입해도 되고, 혹은 다른 곳에서 새것이나 중고로 구입해도 됩니다.

» 물품이나 서비스를 학교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만일 학교를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그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주말 스포츠 활동이나 방과 후 문화활동(과외활동)의 참가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녀가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학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GST가 면제되고 세금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립 통합학교 출석료

» 공사립 통합학교(State integrated school)는 여타 학교와 똑같은 핵심 학업 프로그램(뉴질랜드
교과)을 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의 특별한 성격(일반적으로 교육철학이나 종교)을 지니고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 관련 비용의 충당을 위해 학부모는 공사립 통합학교에 출석료(Attendance dues)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 출석료는 교육부 승인 없이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내고 안 내고는 요청자가 누구든 학부모의 자유재량입니다.

학교 기부금은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 낼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가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1박 캠프 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관할 교육부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school.donations@
education.govt.nz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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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비용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학부모에게 여하한 목적의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호 설명:

항목

등록

학교가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부모가 구입에 동의한 것으로서 집에 가져가는 재료(예: 우편함, 의류 품목)

학군 외 입학 추첨료

기타
기타

핵심 학업 프로그램(교과)의 진행에 필요한 재료

항목

항목
항목 카테고리

특정 코스의 일부로서 1박 캠프(예: 12학년 야외교육)

교과

특정 코스의 일부로서 현장학습

교과

선택 사항인 행사의 비용(예: 주말 스키 여행, 과외활동)

물픔 및 서비스

일반 교육 프로그램(교과)의 일부로서 1박 캠프(예: 9학년 오리엔테이션 캠프,
7학년 EOTC 캠프)
일반 교과의 일부로서 현장학습/견학

숙박비, 음식비, 1박 캠프 행 교통비 명목으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부금 요청입니다. 학부모는 기부금을 전액 또는 일부만 내거나, 아니면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

ICT

항목 카테고리

학교 네트워크 접속

교과

학생에게 태블릿, 스마트폰, 넷북, 랩톱, 크롬북과 같은 기기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요구(BYOD)

교과

학교 하드웨어 사용

교과

학생에게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게 하거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

교과

필수적이지 않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입

물픔 및 서비스

학생에게 계산기를 준비하도록 요구

항목

음악

교과

항목 카테고리

교습 – 코스 관련

교과

악기 렌탈 – 코스 제공

교과

교습 – 일반 교육 프로그램 이외의 선택 사항인 교습(과외활동)
악기 렌탈 – 선택 사항(과외활동)

항목

프로그램 및 코스

물픔 및 서비스
물픔 및 서비스

항목 카테고리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교과

고등학교 ‘과목비’

교과

읽기 특수교육 및 학습 지원

전문 유닛(예: 몬테소리, 애로우스미스, 마오리어, 사모아어)
보충 프로그램(예: 수학, Education Perfect)
STAR 과정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대학교 수준의 코스
대학교 코스(대학 교육기관에서 병행 수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

1일 학교와 같은 별도의 과외 프로그램은 물품/서비스로 간주됩니다.

교과
교과
교과
교과

물픔 및 서비스

희망자만 본인 비용 부담 하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항목

공사립 통합학교

출석료 – 의무 납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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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활동의 일부로서 수영(점심시간 때나 방과 후)

항목

교과

물픔 및 서비스

선택 활동

항목 카테고리

교과

물픔 및 서비스

항목 카테고리

드라미 또는 음악 그룹(비 교과)

물픔 및 서비스

방과 후/점심시간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물픔 및 서비스

주말 스포츠 팀

항목

교복

교내 교복점에서 판매하는 교복

학교는 교복 판매로 이익을 내지 않아야 하며, 실제 비용만 회수해야 합니다.

항목

교육자료 및 문방구류

물픔 및 서비스

항목 카테고리

물픔 및 서비스

항목 카테고리

교재

교과

선택 학습장(부모가 구입에 동의했을 때)

물픔 및 서비스

필수 학습장

핵심 교육 프로그램(교과용)의 일부로서 복사/인쇄

복사/인쇄(핵심 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하지 않음. 과외활동용)
문구류(학부모가 학교 문구점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는 문방구류 판매로 이익을 내지 않아야 하며, 실제 비용만 회수해야 합니다.

항목

운영비

난방, 전깃불, 물

비누, 손 소독제, 화장지

교과

교과

물픔 및 서비스
물픔 및 서비스

항목 카테고리

운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항목

학교 발간물

희망하는 경우 구입하는 학교 잡지

교과

물픔 및 서비스

수영

일반 교과의 일부로서 수영(교내 또는 외부)

교과

교과

항목 카테고리

식품공학 수업 도중 먹는 음식은 핵심 학업 프로그램(교과)의 일부입니다. 먹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음식을 맛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감각 평가).

등록비는 불법입니다. 등록은 무료이므로 등록 절차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캠프, 현장학습, 야외교육

코스 재료

항목

기타

예치금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목 카테고리

신청비
등록비

학교가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고 학부모가
낼 의무도 없습니다.

항목

학교 행사

학교 무도회

항목 카테고리

물픔 및 서비스

항목 카테고리

물픔 및 서비스

학생들은 입장권을 사면 이러한 유형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다른 항목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이 선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스포츠 비용이나 학교 캠프 기부금을
내야만 학교 무도회 입장권을 살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 카테고리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