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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 유학 온 계기는?
중학교 때부터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일본 문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계속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 내정까지의 경위를 알려주세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았던 
덕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참가  →  희망  회사에  신청  →  작품  준비 '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 한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어 사전에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와 자기 PR 등을 정리한 뒤에 면접에 
도전하여 무사히 내정을 받았습니다.
3. TECH.C에서의 학교 생활 중 어떤 것이 도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팀으로 제로부터 게임을 만드는 수업에서는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무척 도움 되었습니다. 특히, 유학생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4. 앞으로의 목표, 각오와 꿈
ATLAS의 게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ATLAS 게임에 참가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학교의 E-SPORTS 선수들이 도쿄에 모여 시합을 개최했습니다.
팀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개인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팀워크가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개인 기술이 부족하다면 팀원끼리 서로 
돕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있어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로 저의 지시를 다른 팀원들이 대강 알아듣더라도 시합 
중에는 임기응변으로 빠르고 명확한 지시를 전달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해집니다.입학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관련 용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꿈은 재학 중에 프로팀에 
소속하여 인턴십을 경험하고 졸업 후는 기업팀에 소속하여 활약하는 것입니다.
장래에는 일본 e스포츠와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내정자

12월 19일, 20일 이틀간 The Okura Tokyo에서 JIKEI COM Game & e-Sports SHOW -젊은 
크리에이터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케이학원 COM그룹 9개교 학생들이 출전. 산학연계 교육에서 쌓은 
엄선된 작품과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여 많은 분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 하에 감염자 없이 무사히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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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우 칸린
대만·오사카YMCA학원 일본어학과

취업처:주식회사ESQUADRA（디자이너）

OCA오사카디자인&IT테크놀로지전문학교
E-SPORTS 프로그래머전공（2학년）

량 웬위에
중국·도쿄베이사이드일본어학교

도쿄디자인테크놀로지센터전문학교
게임캐릭터디자인（3학년）

취업처:고쇼목장(高昭牧場)（목장 스태프）

어릴 적 승마 경험을 계기로 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오던 
중, 오사카ECO라면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입학했습니다. 2
학 년  때 부터  말  관 련  세 미나를  
수강하고  오사카의  승마  클럽에  
다니며 말을 돌보는 방법과 승마 기술 
등을 실제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에  관하여  더욱  깊게  이해하고  
친해지기 위해 승마 클럽뿐만 아니라 
양로 목장, 관광 목장, 생산 목장과 
육성 목장도 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내정 받은 고쇼목장은 생산과 
육성을 하는 종합 목장입니다. 두 번 연수 동안 여러 말과 교류하고 
말과의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종합목장이라 느껴 지원하고 
내정을 받았습니다. 장래에는 인간과 서로 신뢰하는 말을 제 손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량 치만
중국(홍콩)·MANABI외어학원 나가노교

오사카ECO동물해양전문학교
동물원·동물사육전공（2학년）

JIKEI COM Game & e-Sports SHOW

코로나 자숙 기간을 잘 활용하여
훌륭히 내정!

종합 목장에서 일하는
꿈을 이루다!!

2019년 도쿄게임쇼에서 전시한 TECH.C의 이미지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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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3학년）

OCA오사카디자인&IT테크놀로지전문학교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3학년）

취업처:주식회사G2 Studios（2D디자이너）

이번에 주식회사G2 Studios에서 내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겨냥한 게임 'Idolish Seven' 등, 현재 
모바일 게임을 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원데이 인턴십에 참가하여 신입 사원이라도 의견을 내기 쉽고 책임이 있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인턴십에서는 선배가 내는 문제를 해결하며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애초부터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었습니다. 내정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기뻤습니다. 입사 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남긴 신입 
사원이 받는 신인상을 노리고 싶습니다! 친한 TCA 친구도 동기로 입사하여 우수한 라이벌이 
많이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2월에 있었던 인턴십은 직접 출근했었지만, 그 후의 면접 등이 전부 온라인이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 내정을 받은 것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채은
한국·동양언어학원 

취업처:주식회사 TORISAN（3DCG디자이너）

일본의 게임·CG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일본으로 유학 오기 전에 진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간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후 ,  
일본으로 유학 와서 일본어 전문학교에서 반년 정도 공부하고 OCA의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G 기술은 입학 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수업은 유학생을 위한 수업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외국어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는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덕분에  3
년간 일본어와 CG 기술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게임·CG 업계에 
대해 잘 모르고 취업 활동에 고민도 생기겠지만, 학교에서는 
회사설명회나 면접 연습 등 취업 서포트를 해 주므로 안심하고 취업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어렵지만, 노력하면 유학생도 일본에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츄 천헝
중국(홍콩)·ECC국제외어전문학교

게임회사인 주식회사 코에이테크모홀딩스의 내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여서 순수하게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삼국무쌍 
시리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채용 전형 중, 제일 주의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기업일수록 면접 시간이 짧아, 단시간에 자기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일본어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CG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미적 
센스입니다. 중국 미술대학에서 4년간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TCA에 편입하여 만화를 공부한 경험이 지금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CG만 
가능한 사람, 미술만 가능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다 가능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 점이 저의 제일 큰 어필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내정식도 실시되지 않아서 빨리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송 광다
중국·MANABI 외어일본어학교 도쿄교 취업처:주식회사KOEI TECMO HOLDINGS（3DCG디자이너）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CG크리에이터전공 연구생

취업내정자

취업처:포시즌스호텔 교토（호텔 스태프）

포시즌스호텔의 총지배인님이 학교에 오셨던 것을 계기로 호텔의 컨셉트를 듣고,  MIT
(Manager  In  Tra in ing)   프로그램에 대해 무척 흥미가 생겨 인턴십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무산되어 실망하던 중 내정 제안을 받은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왔을 당시, 익숙하지 않은 일본 생활, 따라가기 힘든 수업, 그리고 
일본어 문제 등으로 무척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에현 카시코지마의 리조트호텔에서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어와 일본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자신감도 생겨 유학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호텔에 대해 실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호텔이나 USJ 등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 덕분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어 일본에서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실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었으면 합니다.

용 홍탓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실천 수업

오사카웨딩&호텔·IR전문학교
호텔코스（3학년）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만화전공（3학년）

구학생이 라이트노벨을 만화로 그린 '팔대종족의 
최약혈통자(八大種族の最弱血統者)'가 서적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재작년의 '황금알전(金の卵展)'에서 출판사의 제안으로 라이트노벨을 
만화화하는 트라이얼 시험을 받아 무사히 합격! 재작년 9월에 그림 
콘티와 캐릭터 디자인을 구상하여 작년 초에 1화를 완성하고 9월에 
드디어 1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입학할 때는 자신이 재학 중에 출판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원작 라이트노벨을 읽고 문장을 
그림 콘티로 만드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마감 전에는 밤새 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 전부 즐거웠고 마감 당일에 완성했을 
때는 정말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초판이 발행된 날에 바로 부모님께 
전하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해당 만화의 커버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자기소개 사진은 저의 오리지널 여우 캐릭터 페리입니다. 작품 속 
군중에 몇 번 섞여 있으니 꼭 찾아보세요!

구 항밍
중국·코쿠쇼일본어학교 아즈사와교

We are에서 잡은 꿈! 코로나바이러스에
지지 않고 지망 회사에서 훌륭히 내정을 획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여
일본에서 취직을 실현!!

쌓아온 멀티 스킬로 내정을 획득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경험이 도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린 만화가 처음으로 책으로 발매되어
모국에 계신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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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각 학교의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 
견학이나 체험 수업에 참가하고 싶은 유학생들이 늘었지만, 
작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지케이국제교류COM
에서는 온라인 체험 수업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이후, 성우 
체험, 캐릭터디자인 체험은 한국, 대만, 중국, 말레시이아 
등의 나라와 지역에서 참가한 학생들에게 장래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열정을 담아 

전공과 업계에 대해 전했습니다. 
유학 중인 선배들의 통역으로 
일본어 초보자인 학생들도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약간의 팁만으로 
실 력 이  늘 었 습 니 다 .  프 로  
크 리 에 이 터 에 게  배 웠 다 는  
만족감과 선생님이 멋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케이국제교류COM 주최
온라인 체험수업

한국 학생과 온라인 체험 수업을 개최 중.
OCA의 졸업생이 

동시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ZOOM을 이용하여
캐릭터 디자인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 선생님이 캐릭터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제 내용은 '주식회사 메탈호스'에서 받은 
'TOKYO RAINBOW NUTS'라는 훈제 믹스 
넛츠의 패키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양한 훈제 향을 맛볼 수 있는 믹스 넛츠를 즐길 수 있도록 패키지에 각 훈제 향의 

소개 카드를 넣거나 일본 여행 기념품으로도 인기 있는 
패키지 색감도 일본 국기를 이미지 하는 등, 구매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만드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기업 담당자에게 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일본어로 해야 
하므로 연습에서는 몇 번이나 대본을 읽었고 당일은 무척 
긴장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처음 받은 상이어서 무척 
감 동 하 였 고  또  상 을  받 을  수  있 도 록  앞 으 로 도  
노력하겠습니다.'

빅바에브 아말
러시아·도쿄갤럭시일본어학교

기업프로젝트

도쿄 커뮤니케이션아트 전문학교
그래픽디자인 전공（1학년）

최우수상 수상식 모습

채용된 작품과 상장

학생음악 단체 'soL'이 기획 운영한 온라인 음악 이벤트 Super Orange Live에 TSM시부야 
싱어송라이터코스 2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김지태학생이 출연자로서 참가했습니다. Super 
Orange Live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오렌지색을 전한다'를 컨셉트로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의 
라이브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라이브는 TSM시부야 제 1교사 지하에 있는 
라이브 하우스를 이용하여 무관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 학생과 밴드의 라이브와 특유의 유머 넘치는 
토크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과 SNS 이용의 확산 
등으로 아티스트가 활약하는 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지태 학생을 비롯해 유학생들이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 시부야
싱어송라이터 코스（2학년）

김 지태
한국·도쿄월드일본어학교

라이브 안내 이미지

정 옌
중국·아시아우지회외어학원

가 와 사 키  핼 러 윈 은  매 년  1 0 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규모의 핼러윈 이벤트입니다. 매년 
가장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올해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가장한 영상을 
모집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학생도 이 이벤트에 참가하여 특수 
메이크업과 의상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핼러윈을 이미지한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촬영 모델이나 카메라맨으로 친구들도 협력해 주었습니다. 촬영 당일엔 
모델에게 메이크업하여 멋진 동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학생은 '의상 제작과 메이크업은 
모두 혼자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선생님에게 조언을 
받은 것이 무척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촬영에서도 선배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어 
무척 기뻤고 완성한 동영상을 SNS 등에 올려 주변에서 반응도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핼러윈 당일에 결과 발표가 있었고, 투고된 많은 영상 
중 정학생 작품이 '댄스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커리어센터의 소개로 렌더링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3개월간 '굴뚝 마을의 푸펠'이란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완성하였습니다. 학교에서 MAYA 소프트를 배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과는 달라 어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 
분들은 쉬운  일본어로 설명해 주셔서 점점  
능숙해졌고, 새로 배운 것도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고맙다고 말해 주셔서 
매우 기뻤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애니메이션은 
12월 25일에 상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여러 경험을 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미 데칼
부탄·도쿄학사

도쿄영화·배우&방송예술전문학교
영화제작과 미술·디자인 전공（2학년）

학교이벤트

모델에게 메이크업하는 모습 촬영에 협력해 준 모두와 함께

연수처:주식회사 STUDIO４℃（렌더링）

작업 중

동물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도쿄 애니메이션·성우&e스포츠전문학교
애니메이션제작전공（2학년）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체험 수업을 개최했습니다기업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TSM시부야 싱어송라이터코스 김지태학생이 온라인 라이브를 실시!

가와사키 핼러윈 2020 동경하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기업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