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카와현 일본어・일본문화 연수 프로그램 

（이시카와 재패니즈・스터디즈・프로그램） 

 

１ 제도의 개요 

 

 ・ 일본어를 배우는 모든 외국 대학생, 사회인 그룹을 대상으로 현내의 일반 가정에 홈스테이하며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연수, 체험하는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① 연수기간은 수강생의 요구에 맞추어 1, 2주에서 3개월 정도의 단기간임. 

  ② 본 현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문화를 활용한 일본문화체험으로 충실하게 구성 되어있음. 

  ③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임과 동시에 현민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현지의 일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함.  

등을 들 수 있다. 

 ・ 1987년에 시작한 이래 2010년도까지 21개국, 47 개 대학이나 그룹, 3379 명이 참가하였다.（예：한국 외

국어대학교, 미국의 프린스톤대학 그룹, 맨즈필드 미국 연방정부직원 그룹,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 호주

의 모나쉬대학, 중국의 홍콩성시대학, 장쑤성 일본어 교사 그룹 등） 

 

２ 프로그램의 내용 

 

 (1) 일본어연수 

  ・ 연수기간중: 매일(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오전 9시00분~3・4시간 실시. 

    연수 그룹 마다 레벨별로 클래스를 나눔(1클래스에 10명 이내). 

    ・ 주로 이시카와현 일본어 강사회의 멤버가 수업을 담당함. 강사 사례금(수업료)는 1클래스 1시간 당  

3천엔. 

 (2) 일본문화연수 

  ・ 연수기간중 오후에 실시 

  ・  국제교류 라운지나 국제교류살롱에서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것 이외에도, 노토・가가의 문화 시설 견학, 

문화강연 수강, 기업시찰 등을 실시함. 

  (3)  홈스테이 

  ・ 연수기간중 숙박은 현 내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일반 가정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느껴볼 수 있다. 

  ・ 호스트 패밀리는 (재)이시카와현 국제교류협회에 등록된 자원봉사 호스트 패밀리이다.  

  ・ １인 1박에 3천엔 소요.（아침식사・저녁식사료 포함） 

     

 

３ 경비부담（기본 패턴 예: 별지 참조） 

 

 (1) 참가자 부담   ・해외항공비 및 일본 내 이동비 

            ・수업료의 1/3 

            ・문화연수에 드는 연수 실비 등 

            ・연수여행；숙박체험：１만５천엔/1인당（숙박, 식사, 문화시설 등의 견학비용에  

해당하는 액수） 

                  당일체험: ４천～１만５천엔/1인당（식사, 문화시설 등의 견학비용에  

해당하는 액수） 

            ・호스트 패밀리에게 지불하는 사례금（１박에 ３천엔/1인당） 

             

 (2) 이시카와현이 부담하는 비용 

   ・수업료의 2/3 

   ・문화연수에 드는 강사 사례금, 기업견학 사례금 

   ・연수여행에 드는 버스 대절비 

            ・친목회 개최에 드는 비용 

                    ・연수생（사회인은 제외함）에게 장려금 지급 

（４주 이상：２．５만엔, ８주 이상：５만엔） 



【일인당 필요한 경비의 예】 

  ・10명이 3개의 교실로 나뉘어 연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필요경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왕복항공운임, 공항에서 이시카와현까지 오는데 필요한 경비, 점심식사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항목명  4 주 코스 ８주 코스 

 

일본어연수 

 

필요금액 ￥６２，６００－ ￥１１８，８５０－ 

필요금액 중 

현 보조금   ￥38,400－    ￥75,900－ 

개인부담   ￥24,200－    ￥42,950－ 

홈스테이 

(아침 ・ 저녁식사 

포함) 

필요금액 ￥８１，０００－ ￥１６５，０００－ 

필요금액 중 

현 보조금     －      － 

개인부담   ￥81,000－    ￥165,000－  

 

연수여행 

(1 박2 일) 

필요금액 ￥２５，９７０－ ￥２５，９７０－ 

필요금액 중 

현 보조금 
  ￥10,970－   ￥10,970－ 

개인부담   ￥15,000－   ￥15,000－ 

 

문화체험 

필요금액 ￥ ６，７５０－ ￥２１，０５０－ 

필요금액 중 

현 보조금   ￥ 2,500－   ￥ 7,000－ 

개인부담   ￥ 4,250－   ￥14,050－ 

 

합  계 

필요금액 ￥１７６，３２０－ ￥３３０，８７０－ 

필요금액 중 

현 보조금 
   ￥51,870－    ￥93,870－ 

개인부담    ￥124,450－     ￥237,000－ 

 

이시카와현에서 수여하는 

 장려금 

 

￥２５，０００－ 

 

￥５０，００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