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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세계 최강
생산System
대학의
글로벌!
다양화!!
혁신!!!
- 즉실천의
개선 및 품질
관리
- 21세기
대학의 현장
경쟁력강화를
확보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기획 프로그램 !!

일본 우수 대학혁신 & 산학협력 해외 연수

혁 신

산학협력

미래전략

벤치마킹 방문 대학
□ 일본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
□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대학 혁신 추진 사례
□ 연구 중심형 대학으로 대학산학평가 1위
□ 산학협력 시스템 & 연구 개발 지원 제도
□ 노벨상 5명을 배출한 개성과 특징있는 대학
□ 대학의 새로운 시도 융복합교육, 융합학점제
□ 일본 문부성이 선정한 21세기 미래전략대학
□ 대학의 기능, 제도, 재편성의 미래전략

➢ 지역: 일본(동경/오사카/교토)
➢ 기간: 4박 5일
www.esrb.co.kr / TEL(02)867-4840 / FAX(02)867-4841/ kmkgmg@esrb.co.kr

■ 연수 개요
➢ 연수명 : 일본 우수 대학혁신 & 산학협력 B/M 연수
➢ 목적
대학의 새로운 기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개혁
실현 플랜』을 통해 다각적인 대학혁신을 추진하는 일본 우수
대학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통해 우리 대학이 당면한 주요 과
제와 실천방안의 대안을 모색.
➢ 주요 연수 내용
⚫ 대학혁신: 대학기구 재구축, 교수평가, 직원교육시스템,
⚫ 산학협력: 산학협력시스템, 연구비 지원제도, 보상체계
⚫ 융합교육: 융복합교육제도, 융합학점제, 산학과의 연계
⚫ 미래전략: 대학의 미래전략, 이분야와의 네트워크, 대학의 거
버넌스
➢ 연수 특색
- 대학혁신 전문 컨설턴트 밀착 코디네이트로 심도있는 브리핑
- 순수 학습형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세미나, 대학관련자 질의응
답, 대학시설관련 인프라 탐방으로 구성
• 일정 : 4박 5일
• 지역 : 일본(동경/오사카/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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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 연수 일정
연수 주요 일정: 4박 5일
일자
1일차

지역
인천
동경

2일차

동경

시

간

주

요

내

용

19:00-

• 인천공항
• 출국: 인천- 동경
▣ 관련 인프라 견학
- 동경 역사 문화 탐방
- 동경과학 미래관 견학
• 석식 및 연수 일일 평가회

09:30-12:00

▣ 대학 방문 1) 早稲田(WASEDA) 大学

12:00
14:10-15:30
16:00-18:00

(혁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대학 혁신 추진 사례)
개요/ 사례설명/ 질의응답/ 관련시설 & 캠퍼스 탐방
14:00-17:00

▣ 대학 방문 2) 東京(TOKYO)工業 大学
(산학협력: 산학협력 시스템 & 연구 개발 지원 제도)
개요/ 사례설명/ 질의응답/ 관련시설 & 캠퍼스 탐방
• 석식 및 연수 일일 평가회/ 자율시간

3일차

동경
오사카

4일차

오사카

09:30-12:00

▣ 이동: 동경-> 오사카(신간선 이동)

14:00-18:00

▣ 관련 인프라 견학
- 오사카 비즈니스파크/ 오사카 역사 문화 탐방

19:00-

• 석식 및 연수 일일 평가회/ 자율시간

09:30-12:00

▣ 대학 방문 3) 京都(KYOTO) 大学
(융합교육: 새로운 시도 융복합교육, 융합학점제)
개요/ 사례설명/ 질의응답/관련시설 & 캠퍼스 탐방

14:00-17:00

▣ 대학 방문 4) 大阪(OSAKA)大学
(미래전략: 대학의 기능, 제도, 재편성의 미래전략)
개요/ 사례설명/ 질의응답/ 관련시설 & 캠퍼스 탐방

19:00-21:00

▣ 연수 종합평가회
- 참가자별 Action Plan WORK-SHEET 작성 보고회

5일차

교토
오사카
인천

09:00-15:00

▣ 현지 자료수집 및 인프라 견학
- 교토 산학클러스티/ 교토 역사 문화 탐방

15:40-17:10
18:00

• 이동: 오사카→ 인천
• 인천 도착 후 자율해산
* 일정 및 대학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정 대학 Profile
早稲田(WASEDA)大学
개 요

• 설립일: 1920년

• 소재지: 동경

• 10개 학술원/ 13학부/ 21대학원

• 학생수: 3만

• 일본 사립대학 1위

• 아시아 혁신대학 평가 4위

주요 특징
• 대학혁신 비젼 2030년 수립으로 학술원 중심의 기구와 교수 자체 업적관리 도입
•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높은 수준의 업적과 그개 대한 엄격한 연구 업적평가 체제로 교원들의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운영
- 유명 교수라도 정년보장을 받으면 연구에 소홀해 진다는 관점에서 까다로운
정년 심사제도를 운영
•. 채용, 배치 및 성과 평가 체계 등 와세다 대학만의 직원 관리 체계를 운영

기대 효과• 우리 대학의 현행 교수평가제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필수요건 도출
• 직원 평가 관리 체계 학습을 통한 현행 직원 관리 체계의 보완점 도출

東京(TOKYO)工業大学
개 요

• 설립일: 1929년

• 소재지: 동경

• 연구기관 130/ 3학부/ 6대학원

• 학생수: 2만5천

• 일본 문부성 산학협력 평가 일본 1위

• 아시아 대학 평가 9위

주요 특징

• 연구중심의 일본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매년 일본 문부성 산학 평가 1위 대학
• Global COE Program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학 협력 거점대학으로
일본 문부성으로 지정 산학연 협력의 글로벌 중점대학으로 역할
•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FIRST)으로 최 첨단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를
정부, 기업, 사회에 환원-> 재 지원을 받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
•. 일본,아시아최고, 최속 수퍼컴푸터 TSUBAME 의 가동으로 연구 활성화
• .3년 연속 일본 대학중 최고의 산학연계 연구실적 1위로 일본 기업이 가장 선호
하는 대학.

기대 효과•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학연 협력시스템의 우리 대학 운영 및 활용 방안
• 일본 최고 산학협력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 교내 학술지원시스템 학습

■ 방문 예정 대학 Profile
京都(KYOTO)大学
개 요

• 설립일: 1897년

• 소재지: 교토

• 14연구소/ 17연구센타/ 13학부/17대학원

• 학생수: 3만

• 2012년 일본 대학평가 3위

• 아시아최고 노벨상 배출(5명)

주요 특징

• 공학교육에 디자인 사고를 불어넣은 융복합 교육의 산실이자 최고의 롤모델
• 각 학부와의 연계로 대학원, 연구소와 연구단계에서 유니퀴스 융합을 시도
• 산학관 협력, 국제협력, 대학간 연계에 의한 교육의 추진을 목적으로 교토디자인
파크를 설립、서로 다른 입장, 영역에서 관계 주체의 코라보레이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최고의 융합 인재 육성 교육 실시
• 교토대학내 경영대, 의대, 공대 등 타전공과 협력하는 Multidisciplinary 학제운영
(일본 전국 12대학과 공동학제 운영)

기대 효과

• 선진 융복합 교육 사례를 통해 우리 대학들의 융합학제 운영방향 수립
• 디자인 대학에서의 창업과 산학협력 사례를 통해 창업지원 및 산학협력 체계수립

大阪(OSAKA)大学
개 요

• 설립일: 1931 년

• 소재지: 오사카

• 15연구소/27연구지원센타/19학부/18대학원

• 학생수: 3만5천

• 2012년 일본 대학평가 4위

• 교원(교수)수: 9,500명

주요 특징

• 2004년 일본 문부성의 대학개혁 실행플랜으로 미래전략대학모델로 지정
• 새로운 미래대학시스템으로 부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학의 종합성을 발휘
하는「未来戦略機構（Institute for Academic Initiatives）」을 설치 통합관리
• 대학의 틀을 넘은 연대・재편성 추진, 대학의 강점・특색을 활용한 기능의 재
구축과 거버넌스개혁을 추진.
•. 교육・연구추진부문에서 탁월한 교원을 전임으로 배치하여 이분야 융합에 의한
새로운 교육 연구 과제를 매니지먼트 하는 横断型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 효과• 일본의 21세기 글로벌 대학 육성 프로그램인 미래전략대학의 비젼과 방향
• 대학의 새로운 기능과 특색을 재 구축하는 일본의 글로벌 대학개혁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