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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2018년도
지케이학원COM그룹의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어 324명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유학생 보호자 및 친구들은 16개국
109명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회가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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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역 졸업식

~과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슈퍼IT엔지니어전공

P.1

TOKYO

기리 라메쉬

·졸업식

주식회사 쇼케이스티비（프로그래머）

네팔·도쿄복지대학 일본어별과 나고야캠퍼스

P.2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모두를 축복하는 쾌창했던 3월 12일에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TECH.C.의 대표로 졸업증서를 수여받은 네팔
출신의 기리 라메쉬 학생.「길고도 짧았던 4년간이었습니다. 네팔에서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나고야의 일본어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후 장래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도쿄로
와서 TECH.C.에 입학했습니다. TECH.C.에서는 인프라나 AI 등 주목받는 분야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고생도 많았지만, 일본 회사에 취직이 되어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TECH.C.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 활용하여 미래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인터넷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리학생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간사이(関西)지역 졸업식
OSAKA

3월 5일(화) 간사이(関西) 지역의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간사이
지역에서는 9개국 72명의 유학생이 졸업했습니다. 또한, OCA
에서는 학교장상을 애니메이션전공의 대만 유학생 샤오 유팅 학생이
수상하였고, 캐리나리에서는 전체 대표와 개근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크리스티앙 앙카사학생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멋진 모습을 보러 해외에서도 많은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모국의
전통의상이나 일본의 하카마를 입은 학생들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반
친구들과의 마지막 추억!! 선생님들과 학생 대표의 마음이 전해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월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겠지만,
지케이학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졸업생 레오니 학생과 가족들

졸업식
나고야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후쿠오카 지역 졸업식
후쿠오카IR&웨딩·호텔전문학교

NAGOYA

나고야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에서는 2019년 3월 21일에 졸업식을 거행하여
3명이 졸업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중국의 여학생은 민족의상 차림으로
참가했습니다. 모두와 아쉬움 속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족의상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앙카사 학생(두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FUKUOKA

2019년 3월 4일(월) 힐튼후쿠오카씨호크에서 졸업식이 열려, 후쿠오카IR&웨딩·
호텔전문학교의 유학생도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불리는 졸업식은
표창과 학교장 인사 등의 프로그램과 자매교 학생들의 가스펠 등으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한
명씩 졸업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유학생들도 자랑스럽게 증서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친구도 많이 생겨,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일본의 호텔에
취직하거나 귀국해서 대학 진학 또는
취직으로 서로 다른 진로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빛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활약해 주세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신세졌던 선생님과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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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역 입학식
축! TCACRE 입학식!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그래픽디자인전공（1학년）
·코믹일러스트전공（2학년）

송현담

한국·대영고등학교

레이킨안

중국·메로스언어학원

2019년 4월 8일(월)에 COM도쿄 합동 입학식이 도쿄국제포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의 신입생 519명
중 유학생은 18개국 184명으로 예년보다 입학을 많이결정했습니다.
오쿠야마 기요유키(奥山清行) 명예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업계분들과 해외에서 참석한 내빈의 축사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재학생, 졸업생의 프레젠테이션이 행해져 실천 교육을 통해 프로로서의 실력을 기른 선배들의 모습을 동경하며 신입생은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갈 길에 기대와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입학식에 참가한 신입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입학식에서는 선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제 미래상을 그려보며 두근거렸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좋아서 독학으로 일
년간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장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송현담 학생은 기대감이 넘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레이학생은「오쿠야마 선생님을 전부터 알고 선생님의 공업디자인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스피치를 듣고
감동했습니다.」라고 수많은 저명한 크리에이터들의 스케일에 압도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에는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 등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에너지로 바꾸어 분발합시다.

식이 시작하기 전의 모습

오리엔테이션
2019년도 간사이(関西) 지역 입학식

후쿠오카 지역 입학식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슈퍼게임크리에이터（1학년）

후쿠오카IR&웨딩·호텔전문학교

베챠크 미카일
러시아·오사카YMCA학원 일본어학과

2019년 4월 18일 간사이(関西) 지역
합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1개국
1 2 4 명 의 유학 생 이 입 학 했 습 니다. 당일은
벚꽃이 흩날리는 맑은 날씨로 신입생들은
매우 설레는 표정으로 회장을 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 베챠크 미카일
학생은 「졸업생 프레젠테이션과
퍼포먼스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도 4
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선배들처럼
활약하고 싶습니다. 또 입학생 수가 많아서
놀랐지만, 앞으로 일본인과 유학생 친구가
많 이 생 기 는 것 이 기 대 됩 니 다 」라 고
말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매우 충실한
학교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2 0 1 9 년 4 월 3 일 ( 수 ) 후 쿠 오 카 합 동 입 학 식 이 거 행 되 어 , 후 쿠 오 카 I R & 웨 딩·
호텔전문학교 에는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 15명이 입학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교과서와 시간표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유학생 신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와 아르바이트, 생활
서포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불안한 점도 있겠지만,
학교가 확실히 서포트하므로 안심해 주세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교류하는 유학생들

유학생 미카일 학생

나고야 지역 입학식&오리엔테이션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홋카이도 8개교 합동입학식

나고야디자인&테크놀러지전문학교
게임프로그래머전공（1학년）

삿포로애니메·성우전문학교
엔터테인먼트종합과 성우코스（1학년）

에부지 마이크 오세덤
나이지리아·나고야국제일본어학교

전지후
한국·SCAU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4월이 되어 드디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고야 지역에서는 9명의
유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출신국은 중국, 한국, 네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8개국이라는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유학생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전 WEB디자인 강사였지만, 장래에는 게임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게임프로그래머전공에 입학한 마이크씨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내 꿈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본에
유학하는 사람은 적지만, 일본에는 유명한
게임이 많이 있어서 게임 공부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여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장래 게임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월 9일(화)에 홋카이도 지케이학원그룹 합동 입학식이
삿포로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당일은 쾌청한 날씨에
입학식 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신입생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회장에
입장했습니다. 유학생 전지후
학생도 조금 긴장한 모습.
입학식 종료 후에는 긴장이
풀렸는지 사진을 찍거나 서로
웃으며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과 연락처도
교환하여 금방 친구가 생겼다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오리엔테이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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