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보（2013 년 7 월） 

제출일  2013 년 8 월 6 일 

국제전략추진본부 시모다 마코토 

이번 달 업무 테마 

(1) 본교의 유학생수 감소에 대해서 현황 

분석과 대응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행동 목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의 검토를 작성한다. 

(2)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컨소시엄 사업의 

제 2 단계와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행동 목표 

제 8 회 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실시내용 

(1)에 대해[국제전략추진 본부의 활동] 

 국제 전략 WG(워킹 그룹)를 개최하면서 유학생수 감소의 원인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 

(2)에 대해[동 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컨소시엄 사업 실시 부서의 활동] 

 "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컨소시엄 학생 상호 교류 프로그램"(JASSO)과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교육 자원 봉사"(문부과학성 스포츠 청소년국 지원 과제)에 대해 각각 준비를 진행했다. 

성과 

(1)에 대해 

 유학생수 감소는 중국·한국에서의 사비 연구생·대학원생들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그 원인은

일시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지진이나 원자력 발전의 영향, 대일

관계 문제 등이 보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영어권 유학 경향이나 중국 국내의 대학 환경의 정비, 한국

학생의 중국 유학 증가 등 구조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본교는 "일본어·일본연구 코스(가칭)의

충실"과 "교원 양성·연수 교육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의 충실화"에 의해 대응하는 취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후지이 타케시 본부장으로부터 무라마츠 야스코 학장에 제출했다. 

 

(2)에 대해 

 동 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컨소시엄 사업은 내년에 제 2 단계의 최종 연도를 맞는다. 그래서 사업의

향후에 대해 기본 정보의 정리를 추진하여 향후의 사업 전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키호 사토시 국제과장과 시모다 준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교육 자원 봉사"의 시찰과

협의를 위해 쿠리하라시의 국립 화산 청소년 자연의 집과 쿠리하라 시내의 초·중학교를 방문했다. 

부회에서 주최하는 활동인 동아시아 교원 양성 세미나에서 제 8 회 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심포지엄에서 박사 과정 학생의 3 명이 구상 보고를 발표했다. 

8 월・9 월의 예정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교육 자원 봉사"의 참가자와 프로그램을 확고히 하다/ 제 1 회 기획

위원회의 개최/오사카 교육 대학 출장/베이징 사범대학 출장/쿠리하라·도메·이시노마키 출장/ 제 8 회

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JASSO 장학금 프로그램의 수용 체제의 정비와 참가 학생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