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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원제 개최
새 교사에서 첫 개최! 1,700명을 매료한 2019 TCA 학원제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게임프로그래머（1학년）

TOKYO

마이 티엔 두

베트남·아카몽카이일본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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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에서는 새 교사에서 처음
학원제가 개최되어, 이틀간 1,720
명의 방문객을 매료시켰습니다.
신축교사의 컨셉트인【지역에 열린
학교】를 토대로 당일은 어린이부터
재학생 보호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문해 주었습니다.
유 학 생 이 주 최 한「 월 드 푸 드 코 너 」
판매학생도 큰 소리로 열심히 했습니다.

P.1～P.3

호평받은 베트남요리「밥싸오」

에서는 3개국 학생이 대표로 모국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베트남 요리를 담당한 마이티엔두 학생은「'밥싸오'라는
옥수수와 파, 새우를 버터에 볶는 베트남 전통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쉴 새없이 만들어 피곤했지만, 손님이
『맛있어！』하며 먹는 모습에 행복했습니다.」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팀은 한국식 김밥과 비빔면,
중국팀은 중국식 튀김을 각각 조리. 본고장의 맛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반별 전시나 출품작에도 많은
유학생이 활약. 학원제를 다채롭게 했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대됩니다.

·2019년 학원제 개최

P.4
·2019년 학원제 개최
·학교견학회
대인기였던 한국팀의 한국요리

취미를 살린 카쿠학생의 COFFEE

INTERNATIONAL DAY 학원제2019
∼함께 가자!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TOKYO

로봇&Iot전공(1학년）

프로그래머전공(1학년）

배경·아이템디자인전공(2학년）

중국(위구르)·도쿄후지어학원

필리핀·일본도쿄국제학원

스페인·카이일본어스쿨

레피카이티 아지무

시남반 유진 제롬

슈퍼AI크리에이터전공(1학년）

게임기획·시나리오전공(1학년）

이탈리아·아카몽카이일본어학교 본교

대만·신치엔대학

피엣다 알렉산드로

나라자랑 발표중(시남반 학생)

나라자랑 발표중 (왕유솬 학생)

콘트레라스 델 리오 호세

왕유솬

올해는 작년보다도 100명 이상이나 많은 방문객이 내교하여 대성황으로 마칠
수 있었던 International Day2019(학원제). 위구르 출신의 아지무 학생,
이탈리아 출신의 피젯다 학생은「나라 자랑대회」출전과 음식 기획에서「본
사포레! 아지무의 맛!!」이라는 이탈리아, 위구르 요리를 각각 제공하는 공동의
부스를 반에서 출점하여 대활약했습니다. 둘 다 큰 호평을 받았고 특히 음식
부스는 이탈리아의 볼로네제비안코, 위구르의 케밥이 매우 맛있어서 매상 No.1
으로 표창받았습니다.「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성취감이 아주 컸습니다. 평소에
말해보지 못한 친구들과도 말을 하게 되어 단결력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시남반
학생도「나라 자랑대회」출전, 음식 기획에서 필리핀의 디저트 바나나튀김롤,
네팔의 크로켓을 제공한「아게아게아시아(揚揚アジア)」점을 출점, 대만 출신의

호세군단

왕유솬 학생도「나라 자랑대회」에 출전과 International Day
2019의 전체 기록을 담당하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른
전시기획에서는「내 그림이 많이 팔리고 친구들도 와 주어서 매우
기뻤습니다.」라고 스페인 출신의 호세 학생이 중심이 된 오리지널
일러스트 포스터 등을 판매한 「호세군단」과 그 외에도 많은
유학생이 활약하여 스테이지·전시·음식 등 모든 기획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International Day 2019를 통해서 학과, 전공,
학년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경험을
앞으로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년이 기대됩니다!

단체기념촬영!(나라 자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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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 No.1본 사포레! 아지무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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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원제 개최
학원제에 참가하여
도쿄애니메·성우&e스포츠전문학교
성우&보컬전공（2학년）

첫 일본의 학원제
도쿄영화·배우&방송예술전문학교
감독·시나리오전공（1학년）

TOKYO

TOKYO

슈 유쥬

마루시유

중국·수림일본어학교

중국·도쿄케이자이대학

올 해 는 처 음 으 로 「 미 인 대 회 」와
「코스프레대회」등을 열어 매우 활기가
넘 쳤 습 니 다 ! 저 는 댄 스 룸 의 「 코 스 카 페 」를
장식하거나 메이드로 코스프레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매우 긴장하여 포즈도 생각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자가 전원

무대에 정렬하자, MC가
갑자기 자기 PR을 시켜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던
저는 내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끝나버려,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응원해 주거나 열광해
주셔서 매우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에는
무대에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대 출연자도
무대 제작도 모두 노력한
덕분에 뜨거운 분위기의
학원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졸업생 신분으로
놀러 오겠습니다!!

라이브 스테이지의 조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방 전의 라이브 스테이지입니다.

학원제는 6월 8일과 9일의 이틀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실행위원」으로서 학원제의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학원제는 바쁘고 활기찼습니다.
스태프로서 여러 일을 해야만해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담당은 라이브 공연을 하는
플로어였습니다. 학원제는 카메라·조명·음향
전공의 학생이 활약하여 뒤에서 서포트해 준
덕분에 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라이브 시간은
한순간이지만 당일 공연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일본인의 직업인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한순간을 위한
시간과 마음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Happy한 학원제!
도쿄애니메·성우&e스포츠전문학교
성우&보컬전공（2학년）

학원제에서 활약!
TOKYO

나고야디자인&테크놀러지전문학교
CG&영상크리에이터전공（1학년）

양웬춘

허남제

대만·미츠미네캐리어아카데미

한국·장안고등학교

저는 학원제에서는 출연자로 참가했습니다. 첫날은 보컬부 멤버로서
둘째 날은 자원해서 스테이지에 섰습니다.
출연자는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회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지 매우 고심했습니다.
당일, 회장의 분위기는 매우 좋아서
객석이 달아올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대에서 본 광경은 훌륭하고
최고였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해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원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내가 표현하는
것뿐만아니라 관객이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출연자의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관객도
저희도 매우 Happy한 기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기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15일(토), 16일(일)의 이틀에
걸쳐, 나고야지역 COM그룹 5개교의
학원제를 개최했습니다. 날씨 운이
좋지 않았지만, 교내는 음식 판매
부스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오리지널굿즈 판매, 사격과 탈출 게임
등의 즐거운 행사가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올해 CG&영상크리에이터전공에
입학한 허남제 학생도 같은 전공
학생들과 함께 카페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교내를 돌며 손님
유치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홍보의
성과인지 카페에는 많은 손님으로
대성황이었습니다.「이러한 이벤트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같은
전공의 일본인 학생들과 협력하면서
임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웬춘

NAGOYA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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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원제 개최
학원제에서 노래와 음식 판매 부스로 고조되었습니다!
오사카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
보컬코스（2학년）

OSAKA

김영웅

한국·야쿠시마 오조라고등학교 오사카캠퍼스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보컬리스트로서 일본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유학을
왔습니다! 학원제에서는 라이브와 음식 판매 부스를 냈습니다. 라이브에서는 같은
한국 유학생 친구가 어쿠스틱기타를 치고 저는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분들도 매우 좋아해 주었습니다. 음식 부스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떡볶이를 어레인지한 것으로「K-떡」이라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상도 순조로웠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면 OSM은 유학생에게 다닐 가치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벤트도 많아 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매일 충실합니다!

같은 한국 유학생과 유닛

K-POP부에서 운영한 부스

일본인 친구들도 가득!

OCA학원제2019에서
대만요리를 출점!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프로게이머전공（1학년）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
（1학년）

관람객 대응중

학원제에서 라이브페인팅!

양환린 대만·오사카YMCA학원 일본어학과
시제웨이 대만·간사이외어전문학교 일본어과정

SENDAI

무루이잉

중국·(중국)동북대학 일본어별과

올해 6월 15일과 16일에 OCA에서 2019년도 학원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학생
주체의 학원제이기 때문에 실행위원·기획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벤트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e-sports 프로게이머 전공의 양환린 학생과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의 시제웨이
학생은 둘이서 모국 대만 요리점을 기획. 양환린 학생이 음식 메뉴를 고안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시제웨이 학생이 가게 간판 일러스트와 인테리어를
담당했습니다.
학원제 당일, 매운맛 김치만두와 차엽란을 판매한 결과, 줄을 설 정도로 손님에게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치만두의 매운맛이 적당했고 처음 먹은 차엽란도 신선하고 맛있었다는 소감도
기뻤습니다.학원제 종료 후, 양환린 학생도 시제웨이 학생도「피곤하지만 매상도
손님의 미소도 큰 수확이어서 기뻤습니다.」라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제웨이(왼쪽 두번째), 양환린(왼쪽 세번째)이 제작· 접객중

센다이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코믹일러스트전공（2학년）

OSAKA

6월 8일과 9일에 열린 SCA·센다이의건·센다이ECO 합동「학원제」.
첫날은 비가 왔지만, 둘째 날은 맑은 날씨에 방문객 수도 작년을 웃도는 2,372명!!
센다이의 유학생 2명도 각 학과의 학생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국 출신, 레코딩&PA엔지니어 1학년의 장바이한 학생은 레코딩스튜디오를
사용한「영화관」기획에 참여. 담당하는 짬짬이 타 학과의 기획이나 간이점포 등을
돌면서 첫「학원제」를 즐겼습니다.
코믹일러스트전공 2학년, 중국 출신의
무루이잉 학생은 학생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어서 오세요! 그림의 숲」에 참여.
더욱이 방문객 앞에서 라이브 페인팅에 도전!
「조금 긴장했습니다」라고 무루이잉 학생은
말했습니다.
내년은 더욱 발전한 퍼포먼스를 기대합니다!!

수채물감으로 라이브 페인팅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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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원제 개최
학원제
후쿠오카IR&웨딩·호텔전문학교

FUKUOKA

2019년 6월 8일(토), 9일(일) 이틀간, 학원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브라이덜 패션쇼나 오리지널 bar, 에어라인 라운지 등, 각각의 분야에서 배운 것을 살려 다양한 이벤트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유학생도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호텔코스 1학년은 오리지널 무알코올 음료를 내는 bar를 출점하여 매우 활기를 띠었습니다. 2학년은
본격적인 귀신의 집을 운영하여 손님의 비명이 관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어라인코스는 퀴즈와 과자 잡기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방문객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에게는 첫 학원제였지만,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어라인코스 학생들

귀신 역할의 유학생. 의욕에 차 있습니다.

Bar앞에서 밝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견학회
2019년도 일본어학교 교사 대상 견학회 개최
도쿄 지역은 5월 29일(수), 간사이(関西) 지역은 5월 30일(목) 일본어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학교견학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신설교사(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고베·코요음악&댄스전문학교)에서 실시하여, 도쿄 지역과 간사이
지역의 학교·학과 소개, 취업실적과 유학생 서포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재학생의 기업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최신
시설과 환경을 견학하고 학교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 지역에서는 가스펠을, 간사이 지역에서는 재즈
빅밴드를 관람하고 호평했습니다. 일본에서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성장을 일본어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어학교 졸업생도 와주어
현재의 면학 상황 등을 즐겁게 이야기하여 선생님들도 안심한
듯했습니다.
학교설명회(도쿄 지역)

오사카 재즈 빅밴드

도쿄 지역 가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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