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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졸업식

TODAY
留学生

CAMPUS REPORT

2018년 3월, 전국 각지에서 2017년도 지케이학원COM그룹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어 유학생 368명이 새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유학생 보호자 및 친구가 14개국에서 147명이 출석하여, 각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회가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최고로 만든다.
株式会社 RAYLINE STUDIO /
3D모델러

시아 추이 양

말레이시아
테이쿄(帝京)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게임CG디자인 / 3학년

3년간의 학생 생활이 오늘로 마지막
수업입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는 디자이너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직 공부해야 할 것,
불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답인가
생각하는 순간이 있지만,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밝고 멋진 어딘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식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분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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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입학식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낀 날/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쳉원

대만
(직접 입학)천주교푸젠대학

첸 위지아

대만
도쿄츄오일본어학원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게임기획·시나리오전공／
게임캐릭터디자인전공 / 1학년

COM도쿄그룹교 합동「입학식」이 4월 1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TECH.C.의 신입생 2명의
감상을 들어 봤습니다. 쳉씨는 「저는 입학식에 참가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의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 축사에
여러 메시지가 담겨있었는데, 특히 유가와(湯川)선생님의 「여러분 선거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중에서도 300명의 댄스와 원숭이쇼는 매일 연습을 거듭해 온 성과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빅밴드의 라이브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레미제라블
곡을 이렇게 멋진 연주와 노래로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You
raise me up」도 힘찬 합창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한 하루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첸씨는
「새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조금 불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식에서
선생님들의 여러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언젠가 저도 선배들처럼 될 수
있 도 록 노 력 하 자 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와 기념촬영!
생각했습니다.」
첸씨와 홈스테이 호스트맘
(왼쪽에서 두번째가 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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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2018년도 입학식

데밀바스 멀트

터키
교토민사이일본어학교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게임·CG크리에이터과 게임그래픽캐릭터코스
1학년

2018년 4월 19일 간사이( 関西 )지역 합동 입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12개국 105명의 유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입학식 당일은
새파란 맑은 하늘로 입학식 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입학한
멀트 씨는 「이번 입학식에서 처음 정장을 입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고
조금 지난 뒤 입학식이 열렸기 때문에 친해진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직 얘기해 본 적 없던 반
친구들이나 다른 전공, 다른 그룹교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졸업 후,
각각의 장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마츠오카 미츠루(松岡充)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마츠오카씨의 메시지 중에서 「몇 년 전 저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서 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매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림에 아직 자신감이 없고 정말 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마츠오카 미츠루씨의 말에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입학식에서 받은
자극을 잊지 않고 내일부터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업프로젝트
쟈란(じゃらん) 프로젝트 최우수상 결정!
6월호에 게재 예정!

린 치아죠우, 량 치엔아이, 란 페이젠
3명 모두 대만
관서외어전문학교(린),
카이난대학(량),
고베YMCA학원전문학교(란)

오사카웨딩&호텔·관광전문학교
트래블&레저과 투어컨덕터코스
2학년

일류호텔·유명파티스리에서
상품화가 결정!!

황 이준

대만
관서외어전문학교 일어교육부 일본어과정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제과·제빵과 파티시에코스
2학년(2018년 3월 졸업)

2017년도 트래블&레저과 2학년의
기업프로젝트로 유학생 린치아죠우씨,
량치엔아이씨, 란페이젠씨가 임했던 과제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과제를 받은
것은 일본에서 유명한 여행잡지 『 関 西·四
国·中国 じゃらん』. 과제 테마는 『오사카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당일치기 플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3명은 플래닝뿐만 아니라 사전 조사를 위해
몇 번이나 현지에 가서, 스스로 체험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과제 조건에 맞도록.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을 때의 표정은
성취감의 미소로 넘쳐났습니다. 선정된 이
작품은 올해 『関 西·四国·中 国じゃらん』 6
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심사원 앞에서 당당히 발표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교토호텔오쿠라에서 【SNS에서 인기를 끌기 위한 디저트】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학생 황씨가 고안한 케이크가
교토호텔오쿠라에서 상품화되었습니다! 교토호텔오쿠라는 올해로 창업
130주년을 맞는 긴 역사를 가진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호텔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손님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배에 비유하고 그 아래를
강이 흐르는 듯한 디자인이
실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씨가 고안한
디저트 「METTRE-FEUILLE」는 교토호텔오쿠라 1
층에 있는 「カフェりょ〡い」에서 현재 판매
중입니다.(2018년 4월 현재)

기업에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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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프로젝트
관학연계기업프로젝트 오사카부 경찰 홍보계몽 동영상제작
∼OCA/OSM/DA 학생이 공동제작∼

쳉 호틴

홍콩
오사카YMCA학원 일본어학과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CG·영상크리에이터전공 / 3학년

3월 9일 오사카부 경찰 사이버범죄대책과의 홍보계몽 동영상『This
World』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상 아이돌 하츠네미쿠를 사용한 인터넷의
안전이용과 범죄피해 방지를 알리는 동영상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사카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 학생이 작사와 작곡,
오사카댄스&액터즈전문학교 학생이 안무. 그리고 OCA오사카디자인
&IT전문학교 학생이 영상제작을 담당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영상제작 메인멤버로서 참여한 유학생 쳉호틴군은 「졸업 직전에
동급생, 후배들과 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살려, 졸업 후에도 모션디자이너로서 일본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감상을 말해주었습니다.
자매학교 3개교와 오사카부 경찰과의 관학연계기업프로젝트는 오사카부 경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This World』화면사진

학교 이벤트
WhiteMoon Dreams 특별강의개최

소 준웬
싱가폴

신디 제슬린리
인도네시아

OCA 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게임·CG크리에이터과 / 2·3학년

4월 10일 미국 게임회사 WhiteMoon Dreams의 Jay Koottarappallil사장이 해외에서
방문하여, 게임·CG크리에이터과 ２·３학년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게임제작에
요구되는 필요한 능력 및 해외게임업계 현상에 대해서 매우 공부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유학생들이 Jay사장에게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게임그래픽&캐릭터 3학년 준웬씨의 해외와 일본의 게임업계의 차이라는 질문에 대해 Jay
사장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예를 들면서 글로벌 정보를 많이 알려 주었습니다. 그 뒤, 게임
프로그래머 2학년에 재학 중인 신디씨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욕이 생겼다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해외
현역게임크리에이터의 생생한 소리를 들음으로써 좋은 자극이 되어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ay사장 자기소개 모습

Jay사장

게임캐릭터 3학년 소준웬씨의 질문모습
滋慶国際交流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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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인터뷰
E-sports 세계대회 첫참전!

장치

중국
도쿄니혼바시외어학원
도쿄애니메·성우전문학교
종합제작과 E-sports 종합프로게이머전공
2학년

E-sports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저는 모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E-sports업계는 세계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입학해서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만나 모두 E-sports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점에
감동했습니다. 함께 꿈을 추구하는 동료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1학년 때에 2학년 선배들과 국내대회에서 일본 제일의 성적을 내고,
세계대학생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세계대회를 위해 한 달간 트레이닝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 달간의 집중트레이닝으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팀워크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팀과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간의 대회에서 안타깝지만,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후배들에게도 이 정신을
확실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노력해서 모두와 함께 대회에
참가를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내정자
일본 대기업디자인회사 취업결정!
株式会社brandcreate / 브랜드디자이너

팍퐁판차이 디어
태국
동양언어학원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프로덕트&인테리어디자인 / 3학년

제 일지망이었던 레코딩스튜디오에 내정
株式会社ONKIO HAUS(音響ハウス) / 레코딩엔지니어

루 핑쉰

타이완
중국문화대학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레코딩엔지니어 / 3학년

■일본 유학을 결정한 이유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해 계속
일본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일본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디자인업계를 목표로 한 계기
태국에 있을 때, 일본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모양이나 그래픽이 매우 멋져서 그것을
계기로 패키지디자인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업계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내정 받은 기업을 정하게 된 계기
선생님의 소개를 받아 인턴십을 갔습니다. 실제 일을 체험하고 이 회사에서 일하면
즐겁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TCA 졸업생도 있어 그 점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일을 즐기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래는 태국의 대학에서 일본에서 배운
경험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강사 선생님과 함께 프로 현장의 경험을
쌓은 것이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내정을 받게 된 것도 원래는
강사 선생님이 데려가 주신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많은
레코딩스튜디오 일에 참여했었지만,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좋아,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이 있었을
때, 제안을 받아 무사히 내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작곡코스 학생들과
공동으로 곡제작에 임합니다. 메인엔지니어 교내 레코딩스튜디오에서
일은 물론, 팀워크로 일을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나 다른 나라 유학생과 교류하고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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