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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1학년부는 일본어 수업을 듣는 148명 중에서 
24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진급생은 희망자 5명이 참가하여 총 29명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학년부에서 우승한 구 첸카이학생에게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Q :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A : '긴장하지 않는 것'이 어려웠어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원고 작성과 발표 연습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고는 일본어 수업 선생님 
이외에도 유학생 담당 선생님에게도 
지도를 받았습니다. 발표 연습은 집에서도 
2 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  실전에서  
긴 장 하 지  않 도 록  했 지 만 ,  역 시 나  
긴장했습니다(웃음)   
Q : 우승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A  :  정말 기뻐요.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1위에 호명되었을 때에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두근거렸어요. 
자신감과  용기도  가지게  되어  정말  
참가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노벨&시나리오전공（1학년）

구 첸카이
중국·메로스언어학원 졸업

TCA유학생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우승한 구학생의 스피치

수여식에 참가하고 왔습니다!한 명씩 증서를 받고 일본어로 기쁜 감상을 발표했습니다!

바리펀 파틴야
태국·ISI랭귀지스쿨 다카다노바바교 졸업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3DCG크리에이터전공（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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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쯔재단 장학금에
TCA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일반재단법인 교리쯔국제교류장학재단 장학금에 바리펀 파틴야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바리펀학생이 선발된 
장학금은 교리쯔재단에서 매월 10만엔이 2년간 지급됩니다. 전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인원이 적은 가운데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일에 도쿄가든팰리스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되어 
유학생서포트센터의 나카노 선생과 바리펀학생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수여식에 참가한 바리펀학생은 장학금 수여증을 받고 참가자 앞에서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스피치할 때는 긴장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일본어로 말하는 것은 역시 긴장됩니다. 이번 장학금은 
아르바이트 유니폼으로 갈아입던 도중 TCA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일본 국내를 여행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
학년 때의 학업과 출석률, 그리고 응모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졸업까지 장학금 
지급이 약속됩니다. 바리펀학생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교리쯔 국제교류장학재단 장학금
　3DCG 1학년 바리펀 파틴야학생 월 10만엔×2년간 수여
 ※전문학교 학생은 5명만 선발된 가운데, TCA는 지케이학원에서 유일하게 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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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nSV56BcfZQ
※7:31부터 바리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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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간사이(関西)지역 졸업식

졸업식 입학식

대만에 있을 때는 전혀 파티시에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오사카캐리나리에 입학을 결심하고 기초부터 
공부해야겠다는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셰프님들도 상냥하고 여러 이야기도 들려주고 개업에 대한 의견도 주셔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개업하는 것은 그 나라·지역 사람들의 습관이나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계획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常常學習新知識(상상학습신지식),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컨디션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후배님들 모두 힘내세요!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파티시에전공（졸업생）

찬 위안팅
대만·관서외어전문학교 졸업

대만에 귀국 후 제과점을 개업

상호명:MADAM Lemon（파티시에）

일 본 의  제 과 를  배 우 기  위 해  유 학 하 여  오 사 카  
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과 관련 일이 
좋아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일본에서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서 인도네시아로 귀국했습니다.  현재 
'PAPILLON D’OR'라는 온라인 케이크 가게를 개업하며  
ZOOM을 이용한 제과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식품회사 'Dezaan 
Cocoa', 'The Gourmet', 'Ranch Market' 등 3개사의 상품 
개발과 레시피나 연구 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인정받아 'Okuzono Japanese Dining' 과의 
협업으로 디저트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충실한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활동도 시야에 두고 있습니다.

2 0 2 1년  3월  만화전공  졸업생인  구씨가  도쿄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이 인정되어, 1
년간의 예술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예술비자 취득은 재학 중 
활동 상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비자를 취득한 것은 TCA로서는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쾌거입니다! "아티스트 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어, 정말 
안심했습니다. 신청 중에 학교 선생님과 출판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계속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의외로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업계에서 더욱 활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씨는 말했습니다. 연재가 결정되어, 앞으로의 활약도 
더욱더 기대됩니다. 구씨의 뒤를 이어 앞으로도 졸업생들이 
예술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파티시에전공（졸업생）

상호명:PAPILLON D’OR（파티시에） 취업처:데뷔（만화가）

유니타니댜 스산티
인도네시아·오사카문화국제학교 졸업

파티시에로서 개인 온라인숍을 개업
제과 강사로서도 활약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만화전공（졸업생）

구 항밍
중국·국서일본어학교 아즈사와교사 졸업

만화가로서
예술비자를 취득했습니다!

만화가로서 일하는 모습

재학중에는 JESC노력상을 수상

반 친구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당당하고 훌륭하게 
졸업생 대표를 맡은 용학생은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노력했던 
날들과 즐거웠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잊을 수 없는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맞이했다는 기쁨과 쓸쓸함의 반면, 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여 앞으로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든든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졸업한 간사이 지역 유학생 81명 여러분, 학교생활과 일본 유학 생활을 좋은 
경험으로 각자의 의지를 가슴에 안고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가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에요!

졸업생  활약

　

오른쪽 용학생

졸업식 모습

2021년 3월 전국 각지에서 2020년도 지케이학원COM그룹의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되어 
유학생은 28개국과 지역의 401명 졸업생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연도 졸업식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우려해 규모를 축소하여 학생과 교직원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식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되어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이 지켜보았습니다.

TCA도쿄ECO동물해양전문학교
동물간호복지&이학요법전공（1학년）

용 혼탓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졸업

취업처:Four Seasons hotel 교토（호텔 스태프）

오사카웨딩&호텔·IR전문학교
호텔전공（졸업생）

입학식에는 처음 참가했지만 정말 감동했습니다. 
선배님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  나도  할  수  있다 ! '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3년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장래 꿈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동물 
간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하는 
동물들의 건강을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에도 
다가가는 동물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물 간호에 대한 지식을 프로 강사에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실한 설비 속에서 실습할 수 있으며, 제휴 기업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학교에는 
오너견 제도가 있어 주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것도 배울 수 있음으로 
벌써 기대가 됩니다. 친구들과 같이 충실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캉 쯔 쉬안
중국·인터컬트일본어학교 졸업

입학식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