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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校の教育活動全体を通して１０のスキルを身につける

ＴＥＣＨ－Ａ スキル

✓ 今号早わかり
１ ＴＥＡＣＨ－Ａスキル
２ 姉妹校交流

슈퍼 프로페셔널 하이스쿨 SPH 사업지정
본교는 2017 년도 부터 2021 년도까지 5 년간, 2020 년도에 신설하는 전공과 포함해서 문부과학성의 지정사업
슈퍼·프로페셔널·하이스쿨(SPH)에 지정 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사회의 변화나 산업의 동향등에 대응한,
고도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사회의 제 １선에서 활약 할 수 있는 전문적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선진적인 탁월한 대처를 하는 전문고교 (전공과 포함)를 지정하여, 실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2017 년도에, 국가의 지정을 받은 공업 고교는 전국에서 2 교뿐이며, 과거 5 년간, 10 개의 공업 고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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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내 처음이자, 전공과를 포함한 5 년간의 지정은, 공업 고교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본교에의 「지역의 제조 산업」을 지축하는 기대의 표시와 창립 100 년에 걸친 실적이 평가된
것으로, 대단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고후공업고교 SPH 사업의 개요
연구개발 과제명
「수치제어 로봇기술」을 통한 지역산업을 지축,지방창생을 창조하는 기술자의 육성
〇야마나시현의 산업을 견인하는 「수치제어 로봇기술」을 통해서, 「선진적 기술자」로서 전문적으로 실천적인
기술·기능, 사고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한다.
〇 「논리적인 사고」, 「기발함과 활용의 실천」, 「만들기의 윤리」를 습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선진적 기술자」를 육성한다.
〇 2020 년도에 개설하는 전공과에 있어서, 기계계, 전기·전자계의 횡단적, 복합적 커리큐럼에 의해, 기계
전자 산업계를 이끌어 갈 「선진적 설계 기술자」를 육성한다.

고후공업고교 SPH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
〜「수치 제어 로봇 기술」을 통한, 지역산업을 지축하고, 지방창생을,
창조하는 기술자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〇교육 프로그램의 취지
야마나시현에서는 기계,전자 산업에 있어서 제조 기술자의 인재 확보가 과제로, 본사업에서는, 「수치제어
로봇기술」을 통해서 본현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 「수치제어 로봇기술」의 설계·활용에 있어서는,
순리에 맞춰 생각하고, 창조·연구함과 동시에, 익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갈 힘이 필요하므로, 논리적
사고력이나 고도한 지식·기술을 익히고, 만들기에 대한 풍요로운 발상이나 진지한 자세를 겸비한 인재 육성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중요시 되므로, 본과 3 년간과 2020 년도에 개설하는 전공과 2 년간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지축하고, 지방 소생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山梨県立甲府工業高等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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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３０年５月１４日（月）～１８日（金） 大韓民国 忠清北道 清州市
清州工業高等学校に姉妹校公式訪問を行い、専攻科・ＳＰＨ推進部
の内田 瑞樹 先生がＳＰＨ事業の取り組み内容について発表しました。
（事前に韓国語に訳した資料を配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