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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는 6월 9일(토), 10일(일) 각 지역의 학교에서
학원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간의 점포, 체험코너, 학생
퍼포먼스와 특별 게스트 등, 많은 이벤트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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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성황으로 마친 International Day 2018(학원제).「모국 자랑 대회(お
P.4
国自慢大会）」에서는 10개국의 유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한국 대표인
·기업프로젝트
최씨는「리허설 때는 매우 긴장했었지만, 실전에서는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졸업생 활약
말했습니다. 발표에서 연구했던 점은 저의 발표를 듣는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로 생각하여, 모국의 전통이나 관광보다도 최신 문화
(e-sports·드라마·영화)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출신인 샤퐁씨에게 있어서는「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벤트여서 설레었습니다. 반&학년을 넘어, 협력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모국 자랑대회에도 나가 태국의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친절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내년에는 태국 요리
가게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태국 요리의 맛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코믹일러스트전공 아만다씨는 친구와 함께 핸드메이드아트 가게를 출점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류나 태슬키홀더 등을 판매했습니다. 아만다씨가 담당했던 것은 프린트토트백. 디지털로
일러스트를 작성하고, 다리미로 붙였습니다.「제작도, 다 함께 판매하는 것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내년도 또 출품하고 싶습니다!」라고 알찬 학원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귀여운 작품들이 갖춰져
있어서 손님들의 큰 호평을 받고 금세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식 기획에서는 중국, 한국, 미얀마,
대만, 스리랑카 각국 요리 외에도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 등 16개 기획이 출점했습니다. 어느 요리도
맛있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루치라씨가 리더를 했던 스리랑카 요리「CEYLON CURRY HUT」 모국자랑 발표 중(샤퐁씨)
팀이 매상 NO.1로 표창되어「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무대, 전시, 음식
어느 기획도 모두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International Day 2018을 통해서 학과, 전공,
학년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등의 경험이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이 기대됩니다!

매상NO.1! 루치라씨

아만다씨가 제작한 토트백

단체 기념사진!(모국자랑)
滋慶国際交流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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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제/인터내셔널데이
학원제의 게스트 토크쇼 스태프로서 참가!

티하 아웅

미얀마
자수학관 일본어학교
도쿄방송예술&영화·배우전문학교
영상편집전공 / 2학년

이번 학원제에서는 8층 스튜디오에서
코미디언과 모델이 토크쇼 형식으로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의 마이크 준비나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제작 스태프로서
참가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와 함께
이벤트를 운영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학원제 이외에도, 재학생 스태프로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로서 참가하고 있는 도중에도 강사
선생님의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평소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인 친구도 많이
생겨서 즐거우므로, 앞으로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자재와 설비도 충실하므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제 2018
손님이 좋아해 주어 기뻤다!

조 친링

중국
휴먼아카데미일본어학교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카페종합과 바리스타코스 / 2학년

일러스트, 잡화, 간이 점포가 가득!

아슈라프 모하마드 자리
말레이시아
테이쿄 말레이시아 일본어학원

김형규

한국
ECC일본어학원
나고야디자인&테크놀러지전문학교
디지털미디어과 애니메이션전공 /
디지털미디어과 CG&영상크리에이터전공 /
1학년

학원제에서는 2학년이 중심되어 파티스리·블랑제리·
레 스 토 랑·카 페 를 열 었 습 니 다 . 점 포 콘 셉 트
결정에서부터 점포 코디네이션이나 메뉴 작성, 유니폼
제작을 선생님의 확인을 받으면서, 학생이 주도하여
진행했습니다. 많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당일
제공하는 메뉴 제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손님
접대도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콘셉트는「레트로모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님에게 그 분위기를 느끼게 할지와 메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당일 와 주신
손님에게「맛있었어요」라는 말을
들은 것이 무엇보다 기뻤고,
손님이 좋아해 주시는 것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원제 디스플레이 준비

학원제 당일 준비

학원제 당일 바리스타 담당

6월 9일(토), 10일(일) 이틀간에 걸쳐 나고야지역 COM그룹 4개교에서
학원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0일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였지만, 다행히 맑은 날씨 속에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출전 수가 많아서 회장은 이틀간 활기를 띠었습니다.
학생기획으로 간이 식당을 비롯해 액세서리, 스티커,
잡화, 티셔츠, 엽서 등이 가게에 진열되었습니다.
사격과 탈출게임 등 매년 하는 기획도 있어 많은
분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올해, CG&영상크리에이터전공에 입학한 유학생
김씨와 아슈라프씨는 일본인 학생과 함께
타코센베이와 솜사탕 간이점포를 운영했습니다.
유학생 모두에게는 일본 축제를 처음으로 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원제에서는 일본 문화를
체험하거나, 일본인 학생과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앞으로 일본 생활과 학교 생활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滋慶国際交流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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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제 2018
학원제
후쿠오카브라이덜&호텔·관광전문학교
후쿠오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 1학년

6/9(토), 6/10(일)에 학원제가 열렸습니다.
후쿠오카브라이덜&호텔·관광전문학교 호텔코스에는 무알코올 칵테일을
제공하는 바를 오픈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어로 손님과 대화를 즐겼습니다.
후 쿠 오 카 캐 리 나 리 제 과 조 리 전 문 학 교 에 서 는 디 저 트 숍 과 카 페·레 스 토 랑·
베이커리숍 등 학생들만으로 5종류의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상품과 점포
만들기도 모두 학생들만으로 만든 본격적인
것으로, 많은 손님이 와 주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대성황이었습니다.

FBH (오른쪽) 비케이라주 (왼쪽) 푸리프래샨

CAF (왼쪽 끝)구엔 티 타인 호아

특별강의
손님을 항상 생각하는 프로의식을 배웠습니다!

홍 신유

대만
국립신잉고등학교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제과·제빵과 파티시에코스 /1학년
타다셰프는 아시야( 芦屋 )에 있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케이크가 인기인「Patisserie etonne」의
오너셰프입니다.
오오시타셰프는 고베 미카게( 御影 )에 위치한 안전하고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인기 빵집「Boulangerie
Bienvenue」의 오너셰프입니다.

호주 신기(神技) 도그트레이너가 내교
오사카ECO동물해양전문학교
특수견훈련사. 퀸즐랜드 재해구조견팀의 치프트레이너.
어시스턴스&서비스도그협회회장,「국제경찰견 조교상」
등 다수 수상.

특별강의는 업계 톱클래스
셰 프 에 게 직 접 배 우 는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식(食) 업계의
훌륭함과 일의 매력, 보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실습형식으로 타다
(多田)셰프에게는 과일 타르트를,
오오시타(大下)셰프에게는
과일을 듬뿍 사용한 빵을

배웠습니다.
이 수업을 들어보고, 먼저 느낀 점은 스피드와
섬세함을 양립하면서 완성해 가는 케이크·빵의
모양의 아름다움과 맛에 놀랐습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느낀 것은 매일 즐기면서 일을
하는 점과,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높은 프로의식입니다.
저도 언젠가 가르쳐 준 셰프처럼, 맛있는 케이크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셰프의 시연 모습

셰프 완성작품

6/9(토), 호주 특수견훈련사로 해외교육고문인 크레이그 마레이씨를 초빙해
도그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날 강의를 받은 학생들은
도그마스터전공과 도그트레이너전공 학생들. 어수선한 강아지들이 순식간에
크레이그선생님 쪽만 주시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도「대단해！」라며 매우
흥분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이 강아지 역할로서 보상을 주는 타이밍을
배우기도. 강아지의 마음을 더욱 더 체감하면서 공부하는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은 가을에 해외실학연수로 호주에 있는 크레이그선생의
트레이닝시설을 방문하여 다시
배울 예정입니다.

강아지에게 있어서「즐거운」것이 중요
滋慶国際交流 COM

TODAY

강아지의 눈은 크레이그선생에게만 집중

【3】

2018/AUG

기업프로젝트
새로운 모스카드에 TCA재학생의
디자인이 채용되었습니다.

탕 헤이텅

중국
동양언어학원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일러스트레이터전공 / 3학년

트래블과 학생작품이 여행잡지에 게제!

린 치아죠우

대만
관서외어전문학교

량 치엔아이

2017년 9월 지케이학원COM그룹과 모스버거의
산학연계기획으로 지케이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스버거에서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모스카드의
디자인콘테스트의 발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우수작품의 디자인은 모스버거 각 점포에서 한정수량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재학생도 의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하『탕씨』인터뷰
Q.어떤 것을 의식해서 디자인했습니까?
작은 일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고 있는 모스의「서비스 정신」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디자인했습니다.
정연한 레이아웃은「편안한 장소」를 표현하였고,
소재를 정성껏 일러스트로 그리는 것으로
「건강한 식자재」를 표현했습니다.
모스의 장점을 어필해 정리한 이 모스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모스의 서비스 정신」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유학생 린치아죠우씨, 량치엔아이씨, 란페이젠씨(2018년 3월 졸업)가 2017
년도에 임했던 기업프로젝트작품이 일본 여행잡지『関西·四国·中国 じゃらん ７
月号（道の駅ランキング2018）』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업에게 받은 과제 테마는
『오사카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당일치기 플랜』으로 1일여행을 기획한 기사입니다.
사전 조사를 위해 몇 번이나
현지에 가서, 스스로 체험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대만
카이난대학

과제 조건에 맞도록, 그리고

란 페이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임한 결과,

대만
고베YMCA학원전문학교
오사카웨딩&호텔·관광전문학교
트래블&레저과 투어컨덕터코스
/ 졸업생

여행 가는 사람의 기분을
기업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아,
이번에 이렇게 형태로 남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본과 대만이라는
서로 다른 곳에서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잡지 한면을 장식했습니다

졸업생 활약
신사이바시에서 댄스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는 졸업생이 고등전수학교의 강사로!
댄스스튜디오 Aja / 댄스인스트럭터

정성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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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댄스&액터즈전문학교
댄스프로페셔널 / 졸업생

2014년 3월에 DA 졸업한
정성훈씨는 4월부터 OSM
고등전수학교에 K-POP
댄스 강사로서 주 1회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정씨는 한국의 대인기
그룹 트와이스의 미나씨의
데뷔 전 댄스인스트럭터도
경험했고, DA졸업 후에는 오사카 신사이바시
댄 스 스 튜 디 오 A j a 를 오 픈 ! 7 0 0 명 학 생 전수학교 고등과정 댄스레슨 중
지도에 매일 분투 중!
「일본에서 K-POP댄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서 기쁩니다. 본고장의 댄스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
滋慶国際交流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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