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글로벌 해외연수 전문 기업!!

일본 스마트시티 & 지역활성화 성공사례
해외 연수

➢ 연수 지역: 일본(동경/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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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핵심 Key Point 및 전략적 방향

WCC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제도 및 운영의 독창성 있는 경쟁력으로
▪ 전문화된 경쟁력으
로 효율적 운영

효율적인 지역활성화 성공 방안은?

다양화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자립적으로
▪ 다변화된 지역문제
에 대한 효과적 대응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특성화로 다양한 지역
의 이익을 아우를 수 있는 운영 방안은?
▪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차별화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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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수 목적달성과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6가지 Key Point
기관 섭외 시
후보기관
별도 섭외

1
사전질문지
발송을 통한
연수내용 심화

3
사진

사진

방문기관당
2시간 이상
브리핑 및 토론

2
한국 연수단
발표를 통한
쌍방향 토론
유도

사례
중심의
종합보고서
제출

지역활성화&
특화 사업

사진

&
사업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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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습득
단순관광
이외의
현장학습 기회
제공

6
4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출국 : 인천공항→동경

항공
AM
인천

▣ 공식 방문1) 地域 活性化 Center
- 일본의 지역, 지자체 활성화 지원 기관

제1일차

- 일본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경제, 문화 활성화 지원 사례
동경

전용차량

PM

▣ 시내 다운 타운 탐방: 도심형 지역 활성화
- 신쥬큐/ 코리아 타운등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2) 三鷹(MITAKA)市 도시계획과(미타카 주식회사)

AM

동경
제2일차

- 미타카 시의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관
- 미타키 시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SOHO CITY 사례

미타카

전용차량

▣ 공식방문 3) 千葉県 柏(가시와)市
PM

동경

- 일본 정부가 선장한 가장 활력있는 지자체 1위 도시
- 젊은이와 고령층을 절묘히 조화시켜 최상의 살기 좋은 도시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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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공식방문 4) 横浜(요코하마) 市 文化観光局

AM

동경

- 일본의 대표적 항구도시 요코하마의 문화 관광 추진
- 문화, 미래도시가 결합하여 일본 최고 브랜드 도시 사례

제3일차

요코하마

전용차량

▣ 인프라 탐방: 요코하마시 주관 지역 개발
- MM21: 요코하마시가 추진하여 성공한 지역개발

동경

PM

- 차이나 타운: 지역특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한 지역활성화
▣ 연수 디브리핑

동경

전용차량

AM

제4일차

▣ 현장 견학
- 미드타운: 도심 재개발로 최고의 문화 복합 타운으로 개발

- 오다이바: 바다를 매립하여 도심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개발
인천

항공

PM

- 아사쿠사: 일본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만든 도심 전통거리
▣ 귀국: 동경-> 인천

※ 시간은 모두 현지시간이며 상기 일정 및 방문대상 기관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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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 活性化 Center(Japan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기관 개요
⚫ 설립: 1985
⚫ 홈페이지: https://www.jcrd.jp
⚫ 주소:東京都中央区日本橋2-3-4 日本橋プラザビル13階
주요특징

⚫

지역의 활력과 개성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만들
기, 마을 만들기 등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진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역을 가꿔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
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도시나 농촌의 작은 마을, 크게는 시, 군 단위,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

정보화시대의 ICT의 고도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소 만들
기 등 효율적인 업무 전개 추진하여 지역개발의 핵심코어로 활동
연수 Point

⚫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적 지원, 네크워킹
⚫ 성공적인 지역특화 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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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찌 쯔구리 三鷹(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Mitaka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기관 개요
⚫ 설립: 1999년
⚫ 홈페이지: https://www.mitaka.ne.jp
⚫ 주소: 5東京都三鷹市下連雀3－38－4三鷹産業
주요특징
⚫

도쿄도에 위치한 미카타 시는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 동경의 인근
시로서 가장 활력있 는 도시로 평가.

⚫

미타카시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행정 동시에, 시민, 지역 단체, 기업, 대학 · 연구 기관 등과 연
계 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SOHO CITY 」구상으로 SOHO 및 도시형 산업의 집적, 산학관의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 첨단 사업에 임해 왔다. 이러한 미타카
시와의 협동 노력으로 축적 된 노하우를 활용 해 향후 ICT 솔루션과
건강, 음식과 농업, 환경 등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변모
연수 Point

⚫ 주변 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
⚫ ICT솔류션을 접합한 지역 특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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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葉県 柏(가시와)市
기관 개요
⚫ 설립: 1945년
⚫ 홈페이지: www.city.kashiwa.lg.jp
⚫ 주소: 千葉県柏市柏5丁目10番1号
주요특징
⚫

동경북쪽 치바현의 지방도시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일
본정부인증 가장 활력있는 지자체로 선정.

⚫

ＣＯ２ ３５％삭감, 산학관 연대로 사이언스시티 개발 모델로
서 구체화되고 지구온난화 조례를 일본 시도읍중 2번째로 제정
하는 등 젊음과 에코시로 발전

⚫

모델 프로젝트인 [장수사회의 마을 만들기] 는 도시부의 고령화
에 따른 재택에서 언제까지는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과 고령자의 활기있는 생활을 위한 취로장의 육성등
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
연수 Point

⚫ 일본 정부선장 가강 활력있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사례
⚫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과 고령자의 활기있는 생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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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浜(요코하마) 市 文化観光局 (Culture and Tourism Bereau)
기관 개요
⚫ 설립: 2012년
⚫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
⚫ 주소: 横浜市中区尾上町1-8関内新井ビル6階
주요특징
⚫

요코하마는 도쿄의 위성도시라는 이미지에서 2001년부터 MM21(요코
하마 21계획) 수도권 최고 브랜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첨단 기술 (technique)과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idea)를 합한 요코하
마시 만의 지역 브랜드 "texi"(테쿠시)가 탄생되어 일본의 도시 브랜드
파워 1위 기록

⚫

“texi 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중소기업과 크리에이터의 협력 전
문가 팀이 코디 사업 계획의 제안에서 제품 개발 상담, 판로 개척의 기
회 제공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요코하마 지역경제의 최대 활력소
가 되고 있다.
연수 Point

⚫ 일본 최고 브랜드 도시로 성장한 요코하마 시의 도시 브랜드 육성 사례
⚫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협력적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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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発型中小企業集団(MACHIDA TECHNOLOGY

PARK)

기관 개요
⚫ 설립: 1998년
⚫ 홈페이지: http://www.mtp.or.jp
⚫ 주소: 東京都町田市小山ヶ丘2丁目2番地5 多摩高度化事業
주요특징
⚫

동경의 위성도시 타마시에 설치한 마치다 테크노 파크는 산학협
력의 ＇산업 클러스터＇로 「연구 개발형 기업집단」.

⚫

산업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모여 창조적인 사업 추
진의 일환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을 각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실시.

⚫

지역 혁신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발
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기초지식 기반 강소기술기업을 발
굴 육성하는 지역산업의 클러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연수 Point

⚫ 지역,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개발, 지원 산업 클라시트
⚫ 공동연구, 창업지원등의 다양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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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 kanagawa science park
기관 개요
⚫ 설립: 1982년
⚫ 홈페이지: https://www.ksp.or.jp/
⚫ 주소: 神奈川県川崎市高津区坂戸3-2-1
주요특징
⚫

카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는 도심에서 약 20분, 요코하마까지 약 35 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첨단 기업과 연구 기관이 집적한 최초의 도시형
사이언스 파크.

⚫

바이오, IT, 반도체, 전자, 메카트로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의 기업
이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을 창
출 기업과 해외에서 활약하는 대기업까지 수많은 기업이 활동의 장소
로 선택하는 과학 단지.

⚫

60여개의 연구 개발형 창업보육업체를 비롯하여 기업체 연구소, 여러
연구지원 기관 등 4천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음.
연수 Point

⚫ 도시형 사이언스 파크로 ,ICT융복한 클러스티 지원
⚫ 지역 민관이 합치하여 창업육성 및 지역발전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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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kanagawa) 産業振興 Center
기관 개요
⚫ 설립: 1953년
⚫ 홈페이지: http://www.kipc.or.jp
⚫ 주소: 横浜市中区尾上町5-80
주요특징
⚫

카나가와 지역의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박람회,
전시회 등을 상시 개최 할 수있도록 중소 기업을 위한 서비스 센터.

⚫

원 스톱 경영 종합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유도.

⚫

비즈니스 오디션 실시하여 응모된 사업 계획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듬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향상 시킴.

⚫

특정 대기업과 해당 거래 중소기업들의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상호 발
전을 유지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연수 Point

⚫ 전문가 집단이 원스톱 경영서비스로 지역 소상공인 육성
⚫ 지역 특화 사업의 발굴, 육성,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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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주제 및 일정 결정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TEL : 02-867-4840
사전연수 과제배포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가

연수 결과 정리

FAX : 02-867-4841

H.P : 010-3869-7347

♣ E-Mail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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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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