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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게임쇼2015에
오리지널게임을 출품!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TECH.C.】
슈퍼게임크리에이터전공(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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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목)~20일(일)까지 4일간 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린 세계최대 게임전시회 도쿄게임쇼2015에 본교도
출품했습니다. Oculus Rif를 사용한 게임과 로봇 아케이드게임, 스마트폰게임 등 총 16가지 게임을 출품해 그 중에는 150
명, 200분 대기의 인기 게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스마트폰 게임프로젝트의 리더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으로 게임을
제작했기 때문에 완성까지는 기술적 문제나 팀원과의 의견교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 업계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스마트폰게임
「アリクイはのりもの」를 출품한 정 주원 학생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의 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트리밍 방법이나
청소하는 방법 등 기업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물론 숍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다소 방식은 달라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졸업 후 바로 마스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도 기본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언젠가
마스터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초를 확실히 배우려고 합니다.

업계인턴십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ECO
펫트리머전공( 2학년)

黄 德威(고 도쿠이)

대만·CBC외국어비즈니스전문학교 출신

기업프로젝트
Kidzania 인턴십에 참가하고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동물원·동물사육전공（2학년）

ZIN LINN NYO(즈인 린 뇨우)
미얀마·
오사후네일본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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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idzania 기업프로젝트에 동물원·
동물사육전공2학년 ZIN LINN NYO군이
참가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하는 것을 좋아해 참가모집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품 매장판매,
청소, 접객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일본어는 물론 청소 시의
포인트, 테이블과 쓰레기통의 배치 등
서비스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실천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모국을 떠나서 생활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턴십을 계속해 취업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滋庆国际交流 CO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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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원제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학원제였습니다.
올해는 저희 크리에이티브디자인과에서는
초코바나나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준비부터 운영까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방문한
손님들이 웃는 얼굴로 매우 즐거워했습 니다.
2015 SSM·SBA학원제～COLORFUL～
사실 러시아에는 학원제와 같은 이벤트가
없습니다. SBA는 여러 학과가 있어 친구들이
삿포로방송예술전문학교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준비해서 멋진 학원제가
크리에이티브디자인과 만화코스（２학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제기간에 학생들의
다양한 코스프레로 학교 전체가 뜨거운 축제 분위기여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역시
Dunina Irina（두니나・이리나） 엔터테인먼트 학교! 라고 느꼈습니다. 학원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은 매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작년 학원제
러시아·삿포로국제일본어학원 출신
때도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작년
이상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학원제는 즐거운 추억도 두 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이벤트

졸업학년을 앞두고 TECH.C에서는 매년 10
월에 취직활동의 스타트업세미나「취직출정
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졸업
예정자부터 취업활동 시기가 크게 변경되어
이번에 참가한 2017년 3월졸업예정자에게
취직스타트업세미나「취직출정식」개최
실제 취업활동 진행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했습니다. 또한, 취직활동에 필요한 사진 찍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TECH.C.】
는방법, 설명회 참가방법 등 처음 듣는 설명
슈퍼IT엔지니어전공（3학년）
에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참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하기 위하 TECH.C.에 입학
耿 国耀（고 고쿠요）
했습니다.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저로서는 드디어 취직활동을 시작할수 있어
서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취직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
중국・센다가야일본어학교 출신
다. 」라고 소감을 말해주었습니다.

취직출정식

일단 행동하는 것이 저의 취업 활동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에게는 취업활동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해결하고 싶어도 많아서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액션을 취하면 자신의 행동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우선 순위가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해결합니다.
취직활동을 통해
저는 1학년 후반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해 강약을 조절하며 반드시 행동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많이 행동해도 그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않지만 스스로를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
성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연수처에서 신세를 진 기업분으로부터 지금 일을
음악테크놀러지과 콘서트기획제작코스（２학년）
소개받았습니다.
DMM.futureworks는 DMM그룹 자회사로 DMM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홀로그래픽기술을
张 永青（초 에세이）
사용해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작하여 요코하마의 전용극장 DMM VR
중국·동양언어학원출신
THEATER에서
상영합니다. 장래에는 일본 전국에서 세계로 전개해
내정처：주식회사DMM.futureworks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팀의 일원으로서 중국에 관련된 안건을
직종：기획관리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어시스턴트로서 사무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아직 연수 중이지만, 큰 공부가 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직내정자속보

취직내정자속보
다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매니저가 되고 싶다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콘서트기획제작（２학년）

이 수경

한국·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출신
내정처：주식회사KISS Entertainment
직종 : 콘서트기획제작

이전부터 한국아이돌에 관심이 있고 한국인 아티스트가
일본 음악업계에서 유명해지거나 일본의 음악전문학교가
발전해 있는 것을 알고 일본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소속해 있는
음악사무소로 매니지먼트와 콘서트기획, 팬클럽 관련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었습니다.
재학 중인 지금도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통역을 겸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통해 매니저란 직업이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외에 다국어를 구사해 다국적아티스트에
대응할 수 있는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음악 업계에 종사하려면 고민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滋庆国际交流 CO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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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의
Guthrie Govan특별강의에 관해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
기타테크닉（1학년）

洪 友仁（고 유진）

싱가포르·School Of Cambridge
Language School 출신

*Guthrie Govan

10월 5일에 TSM시부야 10F에서 세계적 기타리스트
「거스리 고반(Guthrie Govan) 」씨의 특별강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세계 제일의 기타리스트의 내교
소식에 약 100명의 학생이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모여
열기 속에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본인의 앨범곡을 연주하여 학생들은 그 높은
기술력은 물론 작곡과 애드리브 방법 등을 눈을 빛내며
경청했습니다. 3곡의 연주를 포함해 음악에 대한 자세와
음 만들기나 소리를 내는 방법, 작곡 방법 등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바꾸면서까지 참가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학생,「아무튼
대단했다」
「곡 만들기에 도움이 되었다」
「기타를 더 연습해야 한다고 느꼈다」등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영어 강의가「모국어로 들어서 더 알기 쉬웠다」등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Guthrie Govan 선생님 프로필
영국 출신의 기타리스트. 2001년에 ASIA의 앨범 "Aura"에 참가 이후 각종 음반과 쇼에 참여햇습니다. 2 006년에는
싱글앨범 "Erotic Cakes"를 발표하고현재는 Aristocrats를 중심으로 여러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컨트리음악, 재즈
등 다양한장르를 넘나들며, 현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의 한명으로 평가됩니다.

구정(춘절) 만두파티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2월 13일 TCA에서는
구정(춘절)을 맞이해「TCA
에서 만두를 먹자!!」
라는
테마로 유학생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국적불문하고「물만두」
를
먹고 싶은 유학생들이 모여
맛있는 물만두에 감탄하며
게임과 환담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기업×재학생 스페셜좌담회
TECH.C.에서는 특별강사로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주식회사의 토쿠라아야（戸 倉 彩）
선생님을 초빙해 기업×재학생 스페셜좌담회를 개최해 유학생 쿄(중국)와 트레버
(미국)도 참가. 토쿠라선생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을 알리는「이밴저리스트」
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어 학생들은「지구 상의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념에 귀를 기울이며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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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마이크로소프트주식회사
×
도쿄디자인테크놀로지센터전문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