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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목)∼23일(일) 4일간, 치바현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한 일본 최대 게임전시회인 도쿄게임쇼2018에 
TCA도 14년 연속 출전했습니다.
올해는 도쿄게임쇼 역대 최다인 29만 8690명으로 방문자 수를 갱신! 출전기업과 단체도 668 부스로 역대 
최대규모였습니다.
TCA부스는 재학생이 그린 일러스트 간판이 매년 방문자의 눈길을 끌며 대인기입니다. 업계의 평판도 높은 이 
일러스트간판은 대표 일러스트로 채택되기 위한 경쟁률이 40배나 됩니다. 그런 40배 경쟁률을 뚫고, 유학생 
라이티엔이씨의 작품이 채용되었습니다. 라이씨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게임쇼 간판제작에서 힘들었던 점은 배경을 그리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어떤 배경으로 하면 돋보일지 
고민하는데 가장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장래에는 게임업계에 취업하여 이 장소에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어도 JLPT N1급을 취득하고 올해 간판으로도 채택이 되는 등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당당히 14년 연속 출전!!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2학년）

라 이  티 엔 이
중국·JCLI일본어학교 신주쿠교

많은 관객 앞에서 댄스

특별강의

라이티엔이 작품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한 역사가 있는 골수이식추진캠페인뮤지컬 
「내일로의 문(明日への扉)」에 참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6년 정도 
춤을 췄지만, 거의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너무 
좋아하는 일본에서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DA에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일로의 문(明日への扉)」에서는 

「댄서」와 영어 「장내 아나운서」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오 늘 이  내  마 지 막  날 이 라 고  생 각 하 고 ,  언 제 나  
하루하루에 소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본 공연 
전에는 설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오늘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는 안무가가 
되고 싶은 꿈도 있지만, 이 뮤지컬을 통해서 무대 

「연출」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댄서」와 「장내 아나운서」 2가지 역할에 도전！
오사카댄스&액터즈전문학교
댄스인스트럭터（1학년）

레  퐁 비
베트남·휴먼아카데미일본어학교 오사카교

무더웠던 올해 여름, 여름방학도 없이 다 함께 노력해 왔던 2018
년 내일로의 문(明日への扉)이 9월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일생의 추억이 된 내일로의 문. 내가 맡은 섹션은 홍보였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의 햇볕 아래서 내일로의 문의 선전을 위해 무거운 전단을 들고 
카사이 전 지역에 배포하러 갔던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협찬을 받는 것이 
어려워 거의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들어간 병원에서 드디어 협찬을 받아 
매우 기뻤습니다. 지금도 같이 홍보하러 갔던 친구들과 「그때, 덥고 힘들었지만 
즐거웠어」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다 함께 올라간 마지막 커튼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 3번의 무대를 위해, 장시간 열심히 연습한 출연 학생, 무대 뒤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무대와 제작스태프 학생, 관객을 위해 큰 소리로 안내하면서 
노력한 운영 학생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던 것은 저도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내년은 인생 마지막 내일로의 문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일생의 추억, 내일로의 문( 明日への扉 )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음악테크놀러지과 콘서트기획제작코스（1학년）

김 민 주
한국·수림일본어학교

“ ”
（明日への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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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프로게이머 전공 1학년, Truong Gia Fue씨가 스트리머로 대활약!! 올해 입학해 유튜브에 게임 실황 영상을 5월 중순부터 올린 결과, 
현재 약 5만 9천명의 등록자수가 있을 정도로 인기!!!!  일본어도 능통하지만, 베트남어로 실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어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전공에 입학해 배틀그라운드
(PLAYERUNKNOWN'S BATTLEGROUNDS)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실은…이 게임은 서툴다고 합니다.  서툰만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채널 등록도 부탁합니다.!!
URL　https://youtu.be/OT-Cog8bVsc

재학생인터뷰

본교 첫! e-sports 프로게이머 탄생

트 렁  지 아  훼
베트남·인터컬트일본어학교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게임·CG크리에이터과 e-sports 프로게이머전공（1학년）

ＰＵＢＧ를 하고 있는 TRUONG GIA HUE씨

마사이마라국립보호구에서 지라프센터에서의 먹이주기 체험 사파리카를 타고

9월 9일(일)∼16일(일)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해외실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도착 후, 
가장 처음 방문한 케냐타대학에서는 케냐의 역사, 
경제, 문화 등을 배우고, 각 국립보호구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지라프센터에서 기린을 만나 기린이 먹는 잎 등을 확인하면서 원시림 
속 을  걷 는  네 이 쳐 워 크 를  실 시 했 습 니 다 .  마 사 이 마 라 국 립 보 호 구  
사파리투어에서는 광대한 사바나 속에서 생식하는 육식, 초식동물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쇼핑몰과 마사이마을에도 
방문하여, 현지 식생활과 문화, 풍습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낀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고, 아프리카에서 배우는 충실한 8일간

겐  레 이 난
중국·규슈영수학관

후쿠오카ECO동물해양전문학교
동물원·동물사육전공（1학년）

마사이마을에서의 집합사진

수상식 모습(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왕벤) 표창장과 트로피를 든 왕벤

기업프로젝트

재학생인터뷰

2018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관광필름&TV아트페스티벌」에서 1200편이 넘는 작품 중 국제프로그램 부문에 제가 감독한 작품 『도쿄FM』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취미로 다양한 도쿄의 모습을 촬영한 소재와 이틀간 여배우와 촬영한 것을 편집하여 도쿄 관광 PR 영상으로 제작. 이 작품은 주연 여배우와 본교 후배, 
친구가 협력해서 벚꽃·불꽃놀이·신사·도쿄타워 등의 도쿄 관광지와 라면 등 중국인에게도 인기가 있으면서 도쿄와 중국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요소도 넣어 보는 사람에게 
보다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감독을 하는 것은 언어의 장벽,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어렵다고 느끼지만, 「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감독이 되어 내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앞으로도 꿈을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2018 아시아관광필름&TV아트페스티벌」우수상 수상!

왕 벤
중국·ISI랭귀지스쿨

도쿄방송예술&영화·배우전문학교
영화전공（3학년）

카페종합과 2학년 조칭링씨는 프로 바리스타 콘테스트 「ＵＣＣ 커피마스터즈 2019」
긴키대회, 라테아트 부문에 출장해 훌륭히 3위에 입상했습니다! 교내예선에서 
학교대표로 선발된 조씨는 4분간 두 잔의 프리푸어라테아트를 완성하는 경기에 출전. 

「 프 리 푸 어 」란 ,  에 스 프 레 소 커 피 에  
스팀한 밀크 만으로 컵 표면에 아트를 
그리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조씨는 

「백조가 호수에 떠 있는 모습」을 그려, 
그  디 자 인 의  독 창 성 ,  기 술 ,  맛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프로와의 경기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수상 후, 「제 
실력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실력은 
90% 발휘했습니다. 장래에는 중국 
챔피언이 되어, 세계대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카페종합과 카페바리스타코스（2학년）

조  칭 링
중국·휴먼아카데미일본어학교 오사카교

UCC커피마스터즈2019UCC커피마스터즈2019

9월20일(목)·21일(금)에 UCC 커피마스터즈 2019 규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에스프레소 부문, 페이퍼드립 부문, 사이폰 부문, 라테아트 부문에서 추출 
기술 ·접객 스킬 퍼포먼스를 경쟁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는 많은 실력자를 배출하고 있어, 프로 바리스타도 출장하는 유명한 
대회입니다. 본교 카페종합과 카페파티시에코스 2학년 오이 슈환씨 사이폰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한 오이 슈환씨는 규슈지역 대표로 내년 2월에 고베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장합니다.

이하 학생 인터뷰
「유명한 프로도 출장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 매일 학교에서 특훈을 
하고 연출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작년도 출장했지만, 
이 번 에 는  더 욱  커 피  지 식 을  길 러  도 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ＵＣＣ커피마스터즈2019규슈( 九州）대회」 ∼사이폰 부문∼
∼프로 바리스타도 출장하는 대회에서 본교 유학생이 우승！규슈 챔피언으로서 전국대회에 출장 결정！∼

『ＵＣＣ 커피마스터즈 2019긴키( 近畿 )대회』∼라테아트부문∼
∼독창성 넘치는 라테아트로 훌륭히 3위 입상！∼

후쿠오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카페종합과 카페파티시에코스（2학년）

오 이  슈 환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완성한 라테아트
호수에 떠 있는 백조

사이폰 부문 경기 중인 모습 솜씨 좋게 라테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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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프로게이머 전공 1학년, Truong Gia Fue씨가 스트리머로 대활약!! 올해 입학해 유튜브에 게임 실황 영상을 5월 중순부터 올린 결과, 
현재 약 5만 9천명의 등록자수가 있을 정도로 인기!!!!  일본어도 능통하지만, 베트남어로 실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어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전공에 입학해 배틀그라운드
(PLAYERUNKNOWN'S BATTLEGROUNDS)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실은…이 게임은 서툴다고 합니다.  서툰만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채널 등록도 부탁합니다.!!
URL　https://youtu.be/OT-Cog8bVsc

재학생인터뷰

본교 첫! e-sports 프로게이머 탄생

트 렁  지 아  훼
베트남·인터컬트일본어학교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게임·CG크리에이터과 e-sports 프로게이머전공（1학년）

ＰＵＢＧ를 하고 있는 TRUONG GIA HUE씨

마사이마라국립보호구에서 지라프센터에서의 먹이주기 체험 사파리카를 타고

9월 9일(일)∼16일(일)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해외실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도착 후, 
가장 처음 방문한 케냐타대학에서는 케냐의 역사, 
경제, 문화 등을 배우고, 각 국립보호구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지라프센터에서 기린을 만나 기린이 먹는 잎 등을 확인하면서 원시림 
속 을  걷 는  네 이 쳐 워 크 를  실 시 했 습 니 다 .  마 사 이 마 라 국 립 보 호 구  
사파리투어에서는 광대한 사바나 속에서 생식하는 육식, 초식동물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쇼핑몰과 마사이마을에도 
방문하여, 현지 식생활과 문화, 풍습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낀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고, 아프리카에서 배우는 충실한 8일간

겐  레 이 난
중국·규슈영수학관

후쿠오카ECO동물해양전문학교
동물원·동물사육전공（1학년）

마사이마을에서의 집합사진

수상식 모습(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왕벤) 표창장과 트로피를 든 왕벤

기업프로젝트

재학생인터뷰

2018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관광필름&TV아트페스티벌」에서 1200편이 넘는 작품 중 국제프로그램 부문에 제가 감독한 작품 『도쿄FM』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취미로 다양한 도쿄의 모습을 촬영한 소재와 이틀간 여배우와 촬영한 것을 편집하여 도쿄 관광 PR 영상으로 제작. 이 작품은 주연 여배우와 본교 후배, 
친구가 협력해서 벚꽃·불꽃놀이·신사·도쿄타워 등의 도쿄 관광지와 라면 등 중국인에게도 인기가 있으면서 도쿄와 중국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요소도 넣어 보는 사람에게 
보다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감독을 하는 것은 언어의 장벽,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어렵다고 느끼지만, 「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감독이 되어 내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앞으로도 꿈을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2018 아시아관광필름&TV아트페스티벌」우수상 수상!

왕 벤
중국·ISI랭귀지스쿨

도쿄방송예술&영화·배우전문학교
영화전공（3학년）

카페종합과 2학년 조칭링씨는 프로 바리스타 콘테스트 「ＵＣＣ 커피마스터즈 2019」
긴키대회, 라테아트 부문에 출장해 훌륭히 3위에 입상했습니다! 교내예선에서 
학교대표로 선발된 조씨는 4분간 두 잔의 프리푸어라테아트를 완성하는 경기에 출전. 

「 프 리 푸 어 」란 ,  에 스 프 레 소 커 피 에  
스팀한 밀크 만으로 컵 표면에 아트를 
그리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조씨는 

「백조가 호수에 떠 있는 모습」을 그려, 
그  디 자 인 의  독 창 성 ,  기 술 ,  맛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프로와의 경기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수상 후, 「제 
실력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실력은 
90% 발휘했습니다. 장래에는 중국 
챔피언이 되어, 세계대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카페종합과 카페바리스타코스（2학년）

조  칭 링
중국·휴먼아카데미일본어학교 오사카교

UCC커피마스터즈2019UCC커피마스터즈2019

9월20일(목)·21일(금)에 UCC 커피마스터즈 2019 규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에스프레소 부문, 페이퍼드립 부문, 사이폰 부문, 라테아트 부문에서 추출 
기술 ·접객 스킬 퍼포먼스를 경쟁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는 많은 실력자를 배출하고 있어, 프로 바리스타도 출장하는 유명한 
대회입니다. 본교 카페종합과 카페파티시에코스 2학년 오이 슈환씨 사이폰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한 오이 슈환씨는 규슈지역 대표로 내년 2월에 고베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장합니다.

이하 학생 인터뷰
「유명한 프로도 출장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 매일 학교에서 특훈을 
하고 연출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작년도 출장했지만, 
이 번 에 는  더 욱  커 피  지 식 을  길 러  도 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ＵＣＣ커피마스터즈2019규슈( 九州）대회」 ∼사이폰 부문∼
∼프로 바리스타도 출장하는 대회에서 본교 유학생이 우승！규슈 챔피언으로서 전국대회에 출장 결정！∼

『ＵＣＣ 커피마스터즈 2019긴키( 近畿 )대회』∼라테아트부문∼
∼독창성 넘치는 라테아트로 훌륭히 3위 입상！∼

후쿠오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카페종합과 카페파티시에코스（2학년）

오 이  슈 환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완성한 라테아트
호수에 떠 있는 백조

사이폰 부문 경기 중인 모습 솜씨 좋게 라테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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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신
SZE　RICKY HOKI 씨

교토로케

네팔 출신 SHAHI
SHREEJAN　KUMAR씨

재학생도 잇달아 일본 호텔에 내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SZE　RICKY HOKI씨는 후쿠오카현 프리미엄호텔 
모지항(주식회사 프리미엄호텔 모지항 호텔매니지먼트), 네팔 출신의  SHAHI　SHREEJAN　KUMAR씨는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하우스텐보스(하우스텐보스주식회사)의 호텔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후쿠오카의 일본어학교를 졸업하고 
본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일본인 재학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학교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일본 호텔에 취직내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쉬  리 키  호 키
캐나다·NILS

샤 히  스 리 잔  쿠 마 르
네팔·NILS

후쿠오카브라이덜&호텔·관광전문학교
호텔&여행과 호텔코스（2학년）

취업내정

프리미엄호텔 모지항,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 호텔스태프

유학생센터의 서포트 덕분에 저는 로터리요네야마장학생에 선발되었습니다. 입회해서 반년이 지났지만, 교토 
가모가와오도리, 기온마츠리, 고시엔 등의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었던 덕분에 많은 것을 접하고 체험하여 취업활동을 
위한 작품을 많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입학 후,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대만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베트남인 등 여러 사람을 알게 되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 함께 서로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어서 정말 충실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개최하는 합동기업설명회&작품심사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회사에 인정을 받아, 취업내정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기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학교 주최 합동기업설명회에서 취직내정! 최고의 한해입니다.

샤 오  위 팅
대만·대만수덕과기대학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만화·애니·소설과 애니메이션전공（3학년）

주식회사 매직버스 / 애니메이터

액정태블릿으로 캐릭터디자인

만화를 읽거나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저는 TCA에서 만화를 그리는 테크닉과 
스토리 짜는 법 등을 배우고, 어느덧 「일본 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갖는 것」
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TCA의 유학생 선배에게 진로 상담을 한 후,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자신있는 2D에 도전할 수 있는 직장인 
주식회사 비사이드에게 내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월부터 캐릭터디자인, 
배경디자인 등을 다루는 2D아티스트로서 근무 예정입니다. 장래에는 여러 
테크닉을 스스로 공부해 2D/3D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일로 내정 획득!

차 이  쯔 위
중국·동양언어학원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만화전공（3학년）

주식회사 비사이드 / 2D아티스트

e-sports를 매우 좋아해 일본에서 처음 생긴 e-sports전문학교인 본교를 알고 바로 부모님께 상담하여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학교 주최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현역 프로를 만나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강사선생님 덕분에 저명한 기업과도 이어져, 유학생 
처음으로 내정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는 우선 일에 최대한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e-sports로 대만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임이나 e-sports
업계를 목표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는 무언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서 이룰 때까지 노력합시다!!

e-sports월드 첫 내정!　

리  치 치
대만·메릭일본어학교

도쿄애니메·성우전문학교
e-sports선전 프로모션 전공（2학년）

주식회사 GameWith / 공략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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