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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中日韓)신인만화가교류대항전
지케이COM그룹 학생 대활약！

「미국 배우연기지도자」 폴・파커 특별강의

【DONG SUHENG】
애니메성우코스 2학년 
중국
도쿄갤럭시일본어학교 출신
　

【XU DINGCHEN】
애니메성우코스 2학년
중국
동양언어학원 출신
　

【YU PEIHSUAN】
성우&배우코스 2학년 
대만
타이중과학기술대학 출신

【ADRYAN SIMON】
성우코스 2학년 
인도네시아 
아크아카데미시부야교 
이다바시분교 출신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케이학원
COM그룹교 크리에이티브분야를 대표해 재
학생, 졸업생 6명이 중국 초대로 항저우（杭
州）에서 열린 중일한신인만화가대항교류전에 참가했습니다.
참가교는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도쿄디자인테크
놀러지센터전문학교, 오사카커뮤니 케이션아트전문학교, 
나고야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후쿠오카커뮤니케이션
아트전문학교 등 5개교. 대전하는 중국・한국에서는 프로
연재만화가가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수준이 높은 대회였지
만, 후쿠오카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오카모토 리에（岡
元理恵）졸업생이 3위, 오사카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야스다 리호（益田里穂）졸업생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당일 발표되는 테마를 
토대로 2일간에 걸쳐 상상하고 그리는 3개국의 만화 시합을 통하여 모두 귀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여 귀국하였습니다.
향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4월 26일・27일・28일 3일간 국
제적으로 유명한 연기지도자 폴 파커
（Paul Parker）씨의 특별강의가 도
쿄필름센터영화・배우전문학교, 도쿄
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도쿄
스쿨오브뮤직시부야교에서 배우·성우 
코스 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오디션을 가정한 레슨과 평
상시와 다른 시점의 프로 연기 지도에 
크게 감명과 자극을 받아 귀중한 시간
을 보냈습니다.
수강한 도쿄스쿨오브뮤직시부야교 유
학생의 감상을 소개합니다.

폴 선생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
습니다 . 대사를 할 때 캐릭터의 템포 , 
피치 , 톤 , 볼륨 등 의식해야 하는 것과 
또 오디션의 좋은 예와 나쁜 예도 앞으
로의 힌트가 되었습니다 . 장차 자신이 
오디션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게 되었습니다 .

정말 즐거웠습니다 . 폴 선생님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 언어가 다르지만 선생님
의 표정과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
다 . 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세세한 부
분을 잘 봐주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테
크닉을 많이 전수해주었습니다 .

일본에서 미국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리
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 
아주 드문 좋은 기회였습니다 . 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
선생님에게서 느낀 프로의 집중력과 연
기 속 박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인 이외 선생님의 레슨
을 받았습니다 . 저는 일본어보다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가 직접 전달되어 
매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 그 중에서도 다
양한 시추에이션으로 오디션을 가정한 레슨
은 매우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었습니다 . 순
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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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진급제작전 WE ARE ECO 2016
【오리지널 애견카페 출점】

오사카ECO동물해양전문학교
Dog카페전공 2학년

WANG SHILING
대만・J국제학원 출신

졸업・진급제작전

사진 중앙 王 학생

Dog케익

뮤지컬 「테니스의 왕자님
(テニスの王子様)」 현장실습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무대감독 / 제작코스 2학년

ZHU WENYA
중국 ISI랭귀지스쿨 출신

기업과제

큰 무대를 팀워크로 만들어 냅니다.진지한 표정으로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상업예술 프로젝트
「지역 채소를 사용한 돈부리 상품제안」

나고야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제과・제빵과  제과・조리코스 2학년

WANG HUI
중국・나고야후쿠토쿠일본어학원 출신

기업과제

도요타CM을 제작하는 CG기업
KOO-KI(空気)주식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정처:KOO-KI(空気)株式会社
　　　 (직종 : CG아티스트)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3DCG전공

HELSING HANS ALEXANDER
2016년3월졸업
스웨덴・아시아국제어학센터 출신

졸업생의 활약・취업 리포트

대만 지헤이고등학교(治平高級中学)
해외기능실습생 여러분을 맞이하여

단기 프로그램

글로벌한 신입생 3인조 친구들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재학생 인터뷰

탤런트배우전공1학년
XIAO TIANYUN
중국・Sun-A국제언어학원오에도교 출신

성우・스태프코스1학년
KHO SWEE CHING
말레이시아・ Fuji　Language School 출신

성우&배우코스1학년
MARTA SHCHEKATUR
러시아・동양언어학원 출신

2016년 1월 30일（토）, 31일（일）
에 오사카 비즈니스파크 원형홀（大阪
市中央区）에서 개최된 졸업·진급제작
전 WE ARE ECO 2016에서 Dog카페
전공 학생이 오리지널 애견카페를 열었
습니다. 「애견카페 프로듀스」 수업에
서 브랜딩부터 메뉴 결정, 디스플레이, 
접객 매뉴얼도 학생의 의견으로 만들었
습니다. 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제공하

는 음료와 요리에 방문객도 만족하며 부스도 대성황이었습니다.
부스에서는 오사카시 니시（西）구에 있는 애견카페 「DBL DOLCE&CAFE」에
서 받은 기업과제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오리지널 레시피」의 제안 결과에 대
해서도 전시. 실제로 점포 메뉴로서 채용된 상품도 진열되었습니다.
참가했던 王 학생은 「졸업 전 마지막 대형 이벤트로 오리지널 애견카페 운영에 
임했습니다. 사전준비에서는 베이글과 가토쇼콜라를 만드는 준비를 주로 맡아 
무사히 완성해 이벤트 당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은 음료와 요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 아주 바빴습
니다. 그 중 한 고객에게 말을 걸어 애견용 옷을 팔았
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클래스 친구들도 모두 친절
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번 행사를 즐겁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인기 애니메이션을 뮤지컬화한 「테니스의 왕자님（テニスの王子
様）」의 무대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 현장에서 프로와 함
께 배우는 「기업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강사 선생님과 함
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기있
는 무대에 참여하여 기쁩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
다. 현장에서는 업무 지시가 일본어이므로 일본
어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능력과 
대응력 등을 기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
하여 취업 활동도 노
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상업예술로부터 「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하여 그 
지역에서 소비）지역 채소로 모두 건강하게～ 일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의 따뜻함 속에 새로움과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요리」
의 상품제안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상품명은 「魚豆腐ちゃ
ん」입니다.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저열량·고단백질로 영
양 밸런스가 좋
은 돈부리를 제

안했습니다.
처음 맡은 기업 프로젝트로 메뉴 
개발부터 스스로 할 수 있을지 걱
정이었지만, 선생님의 세심한 지
도와 주변의 응원 덕분에 긴장하
지 않고 무난히 완성할 수 있었습
니다.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이 되
어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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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도쿄애니메・성우전문학교에서는 대만 지헤이고교（治平高
級中学）여러분을 맞이해 코스프레메이크업 특별체험수업이 개강되었습니다.  
지헤이고교는 지난해 대만교복선발대회에서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학교 견학에서는 녹음실과 eSports 교실의 훌륭함에 탄성이 일었습니다. 견학 
후의 코스프레 수업에서는 선생님과 도쿄애니메・성우전문학교 재학생과 함께, 
진격의 거인, 쿠로코의 농구, 아이돌 마스터 등 제각기 원하는 캐릭터로 변신하
였습니다. 변장솜씨가 어떤가요? 멋지죠?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입학한지 2주쯤 국적이 다른 친한 3인조 친구들이 JCIC유학생센터에 방문했습
니다. 같은 학년이지만 코스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여 
말을 걸고 사이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업과 생활 속에서 모르는것이나 불안한 
점에 대해서 서로 상담하고 돕고 있다고 합니다. 「TSM의 여러분들은 매우 친
절하고 일본인 친구도 모두 상냥합니다! 여러 나라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라
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은 친구가 생겨서 일본에서의 학교 생
활을 최대한 즐기고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TECH.C를 선택한 것은 스웨덴 학생도 많이 재학하고 있
는 것과 체험수업에 참가하여 아주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입학 후에는 우선 작품을 많이 만드는데 전념했습니다. 졸업
년도의 취업 활동으로는 커리어센터에 상담하여 영어 문장을 
일본기업에 맞게 번역이나 서류작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CG 관련 기업이 후쿠오카에도 많이 있으므로 여러 회사 설명회
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우 좋은 회사가 많고 음식도 맛있고 친절

한 분들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사귀고 있던 일
본인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생각했기 때
문에 신혼생활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도시
였습니다.
「KOO-KI（空気）주식회사」에서 현재
는 CG아티스트로 여러 작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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