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설치를 위하여 구상 중이며 명칭·내용 등은 가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스케줄 

① 전문직 대학이란 
 
② Ｉ전문직대학에 대하여 
 
 



전문직대학이란 

・2019년 4월에 새롭게 탄생하는 학교종류의 한 분야 
 
・일본에서 새로운 대학의 종류가 개교 되는 것은  
 단기 대학의 탄생 이후 55년만의 제도 개혁 
 
・산업계와 제휴하여 전문적인 폭넓은 내용의 실천적  
 실무현장 교사의 수업 



전문직대학이란 

 
 
 

산업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등을 
만들어 내는 인재를 배양함 

 
 

일(현장)에 필요한 것 을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 

 
 

넓은 교양을 익힐 수 있다. 

전문학교 

목표로 하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몸에 익힌다. 

 
 
 
 

일(현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전문직대학 대학 

폭넓은 시간과 생각을 
학습함 

 
 
 
 

폭넓은 교양수업과 
연구성과에 기초한 지식, 

이론을 익힌다 



기존 고등 교육 기관과의 차이 
전문학교 기존의대학 전문직대학 

커리큘럼 전문성이 높은 실무교육 학교내의 강의에서만 
졸업가능 4년간 600시간 이상의 인턴십 

교원 각 분야의 실무현장 
전문교원 특정학과의 정통한 교원 업계•현장의 실무전문가 교원이 

4할 이상 재직 

수업연한 1년～4년제 4년제 4년제 
수업인원 40명 정원 세미나2명 부터  

대교실의 수백명 40명 이하 

학위 전문사가 부여 
(2년 이상의 학과 졸업 시) 

국제적 통용성의  
 학위를 부여 

국제통용성 있는 학위 부여 
(기존의 대학과 같이) 



・학 교 명：일본전자전문학교(도쿄 ･신주쿠) 
 
・설    립：1951년 
 
・설치분야： 
  ICT ・ 게임 ・ CG ・ 애니메이션 
  디자인・ 세큐리티 ・ 전기전자・비즈니스 
 
・설치학과 ：주간부21학과, 야간부5학과 
 
・재학생수：약2,700명  
      내 유학생 약700명 ・세계27개국 
 
・졸업생수：약 11만명 

설립재단 : 전자학원 



i전문직대학의개요 

학부학과  ICT이노베이션학부  
 ICT이노베이션학과 

입학정원  200명 (고등학교 졸업자・유학생・사회인의 입학을 검토) 

전임교원  26명(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 교원을 예정) 

입지  도쿄도 스미다구 (도쿄스카이트리 근처) 

■개교 : 2020년4월 
■학장 : 나카무라이치야 씨(취임예정) 
              현 게이오기주쿠 대학 대학원 교수 



변화를 즐기는 
 

스스로의 배움 
 

혁신을 창조한다 

 教育理念 교육이념 



ICT 

영문 

교육내용 

이노베이션프로젝트 

인턴쉽 
비즈니스 



미래를 밝히는  
이노베이션 

ICT×관광 ICT×물류 

ICT×금융 ICT×의료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 



・ 학생 전원이 재학 중 창업 도전 
  ＊창업에 관해서는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입국관리국과 교섭 중입니다. 
 

・ 실패 가능한 환경에서 도전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 수업 내에서 
  실물적으로 창업을 배운다.           

특징:전원창업 



인턴십, 교원 파견, 수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을 상정 

연계 기업·단체 일람 



・창업한 사업의 지속 
 
・인턴쉽처, 연계 기업의 취업 
 
・ICT업계 외에도 콘텐츠, 미디어, 금융,  
 교육, 의료, 물류 등 
   폭넓은 업계에서의 활약을 상정 

졸업후진로 



・전문학교나 대학의 관하여 헤매고 있는 분 
 
・자신이 창업해보고 싶은 분 
 
・개별상담에 오세요 

일본유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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