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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자격증 대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滋慶国際交流COM

아와지시마( 淡路島 )에서 건강운동실천지도자 자격대책 합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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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케티 구아리타 루시아나
브라질: 일본어센터

P.1

교토의건전문학교
스포츠과학과 스포츠트레이너코스 / 2학년
교토의건전문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는 아와지시마에서 건강운동실천지도자
자격 대책을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브라질 출신의
구아리타 루시아나씨도 합숙에 참여해 실기 레슨을 중심으로 자격시험 합격을
위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시험 전에 여러 선생님 시점에서 퍼포먼스를
체크하고 조언을 받음으로써 확실히 실력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라는 구아리타씨. 동급생과 함께 그룹워크를 하고 바비큐를 즐기는
등,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긴 알찬 합숙이었습니다. 졸업까지 6개 자격시험 취득을
목표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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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활약상
「아테마고원리조트Belnatio」특별친선대사에 임명

김건형

홋카이도·구시로( 釧路 ) 바다에서 범고래 조사

양 포윤

한국: KOREA ART COLLEGE

대만: 오사카YMCA일본어학교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가스펠앙상블코스 / 연구과

오사카ECO동물해양전문학교
해양생물보호전공 / 1학년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양포윤군

아테마고원리조트Belnatio의 특별친선대사로 제가 소속된
TSM가스펠앙상블이 임명된 인연으로 에치고츠마리(越後妻津
有)문화홀 오픈기념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서트는 시장과
현의회 등 여러 관계자와 호텔 숙박객 외에도 도쿄에서 저희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와 준 분들로 만석이었습니다.
관객분들도 저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해주거나, 저희도
관객과 교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사람과의 유대감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추억은 많지만, 제가
슬럼프였을 때, 친구들이 위로해 준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섰을 때도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신기하게도
노래에 집중이 되어 무사히 노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불안한 점도 있지만, 두려워하지말고
먼저 말을 걸고 친구와의 인연을
소중히 하여,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홋카이도 구시로 앞바다의 고래류 조사에 일주일간 실습을
위해 참가하였습니다.
이 조사 실습은 2003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학교에서는
해양생물보호전공, 돌핀트레이너전공 학생 22명이
참가했습니다.
매년 만나는 생물은 다르지만, 올해는 범고래 외, 혹등고래,
까치돌고래, 낫돌고래, 큰코돌고래, 북방물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로부터 데이터를 물려받아, 개체식별을 할 수
있는 범고래도 있습니다.
해양생물보호전공 1학년인
양포윤군은 “작년에는 범고래를
볼 수 없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TSM 가스펠앙상블 멤버

10마리 이상의 무리를 관찰한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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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학연수

재학생 활약상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9일간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세계에 발신

퐁사콘녹파돌 새런
태국: 신주쿠일본어학교

퐁사콘-금문교 앞에서

도쿄디자인테크놀로지센터전문학교
슈퍼게임크리에이터 / 2학년

슈 온 락 놀만

영국(홍콩): 동양언어학원
도쿄디자인테크놀로지센터전문학교
만화·게임통번역전공 / 2학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 미국에서
해외실학연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조금 불안했다는 퐁사콘씨.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방문할 수 없는 기업에 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떻게 작품이
완성되는지와 사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기 전에는 영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지만, 해외실학연수에 가서 기업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쇼핑할
때 등,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회사를 체험하고, 일본에서
얻을 수 없는 체험을 한 연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퐁사콘씨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기업(Unity본사) 견학 중인 퐁사콘씨

Google에서 단체사진

길랑-바레증후군
환자 모임에서
기업으로부터의
프 로 젝 트 로
해외에서 제작한
공식 동영상의
일본어 번역을
맡았습니다. 우선은
영 상 을 보 고
슈 온 락 놀만 씨
영 어 원 고 를
작 성 하 고 그 것 을 일 본 어 로
번역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운
번역이었지만, 마츠시타 선생님과 반
학 우 들 과 협 력 해 서 무 사 히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은 번역한 것을
더빙과 영상편집을 해 일본어판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어떻게 완성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특별강의
뉴욕/LA 본고장의 댄스를 일본에서 배운다!!
도쿄댄스&액터즈전문학교

IAN SPRING 선생님
작품명 "Caught"로 일약 유명해진 David
Parsons 씨가 이끄는 Parsons Dance Company
에서 7년간 춤추고, 올해부터는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개시. 회사에 소속된 무용수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투어한 경험을 살려서,
의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다.
수업은 재즈・현대무용으로 근육을 잘 사용하는
방법, 빠른 움직임으로 중심이동, 틀에 박히지
않은 흐르는 듯한 춤추는 방법 등 독특한
움직임과 함께 모던 테크닉의 기초를
가르칩니다.

ALEX DIAZ
Earl Mosley씨의 제자 댄서로서 활약. 본인은
안무, 즉흥 댄스가 특기라고 하지만, 장르를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댄스를 유연하게 추는
댄서.
수업은 스트리트・클럽댄스.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테크노 곡에 맞춰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중시. 스트리트 댄스뿐만 아니라,
발레 테크닉, 모던 테크닉도 포함한 퓨전 안무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댄스월드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댄스・인터내셔널・프로그램(DIP)은 뉴욕과 LA
에서 활약하는 댄서를 학교에 초대해 일본에 있으면서 세계
수준의 댄스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수업 중에서도 특히나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7월에 이어 2번째 개최로, 이번에는
재즈댄스 레슨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스트레칭부터 근육 트레이닝,
몸의 가동역을 넓히는 아이솔레이션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리듬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초연습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 가지만, 톱댄서
특유의 엇박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갑니다. 개개인의 버릇을
고치도록 조언을 해 주시거나 복잡한 스텝과 테크닉이 필요한
움직임 등을 철저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수강한 학생도
“힙합 장르가 특기지만,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해외 선생님으로부터
기초 레슨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장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DIP의
수업은 언제나 기대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DIP
수업이 유학생을 포함한
댄스를 배우는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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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인터뷰
수많은 음악 콘테스트에서 우승

오우 시분

중국
일반재단법인카잔카이
토아학원일본어학교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가스펠앙상블코스 /2학년

테레비도쿄 「THE가라오케☆배틀(THEカラオケ☆バト
ル)」에 출연, K-POP콘테스트 일본전국대회우승, BS후지
「스이젠지키요코정보관 가라오케인생극장 (水前寺清子
情 報 館カラオケ人 生 劇 場 ) 」 우 승 , 도 쿄 도 대 중 음 악 제
Young부문 대상, 동일본가라오케배틀Under26 우승,
일본가라오케콩쿠르 우승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소개로 DREAMS COME TRUE의 레코딩과
PV촬영에 코러스로서 참가하는 등, 프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원래 일본 음악이 좋아서 일본
유학을 시작하였고, 가수의 꿈을 일본에서 이룰 수
있다면 멋지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를
알게 되어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수업에서는 가창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성장도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생긴 일을 반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이 일본어 공부도
되고, 친구와의 유대감도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취직내정
세계 TOP 조명디자이너 이시이 미키코
(石井 幹子) 디자인 사무소에 취직
주식회사 이시이미키코 디자인 사무소
(株式会社石井幹子デザイン事務所)
조명디자이너

양소라

한국
ISI랭귀지스쿨
도쿄디자인테크놀로지센터전문학교
조명디자인전공 / 3학년

수많은 음악 콘테스트에서 우승

「조명을 사용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조명디자이너로서 활약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도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쿄타워 라이트업’을
디자인한 이시이 선생님을 동경하여 3
년 전에 TECH.C.의 조명디자인전공으로
입학한 한국출신 양소라씨. 1학년
양소라씨
때부터 여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결과, 일본 조명디자이너의 선구자이자
일인자로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며 명예학교장이기도 한
이시이 미키코선생님의 디자인사무소에 인턴을 거쳐서
훌륭히 내정!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과 언젠가 양소라 씨가 디자인한 조명으로
모두가 감동하는 날이 오는 것이 기대됩니다.
기업프로젝트에서 발표하는 양소라씨

동경하던 자동차업계에서 활약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랜트 발렌티사업부 / 디자이너

장세균
대만
칸사이외어전문학교
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크리에이터과·프로덕트디자인
3학년

자동차를 좋아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모국인 대만에는 자동차 메이커는 있지만
디자인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는 없어서, 일본에 와서
디자인을 공부하여, 장래에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직을 목표로 오사카디자인
&IT전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재학 중, 수업뿐만 아니라 피규어디자이너로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노력의 결과, 꿈이었던 자동차관련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내정을 받은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신의 기술을 갈고닦아
장래에는 친구와 함께 일본에서 자동차 바디를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라고 장래의
꿈을 말했습니다.
滋慶国際交流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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