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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모국에서 1년간 휴학하고 입국 대기를 한 챵이칭을 
인터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1년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었다면, 유학을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쉽게 
유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휴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면서 유학을 목표로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뜻이 이뤄져, 올해 무사히 유학하게 되어 제 꿈을 한 가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입학식에도 참석해서 선배들의 
멋진 퍼포먼스를 많은 신입생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도 기뻤습니다.
입학 후, 선생님도 반 친구들도 모두 상냥하게 대해 주어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지금은 학교 수업에 전념하여 동물 트레이너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래에 바다표범 트레이너가 되어서 모국 사람들에게 바다표범의 매력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귀국하여, 언젠가 대만에서 일본과 같은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일본인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을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챵이칭
중국(대만)·국립이란대학

어릴 적 꿈을 드디어 한 가지 이루어 냈습니다!
TCA도쿄ECO동물해양전문학교
돌핀트레이너전공（1학년）

로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유학하고 
싶 다 는  강 한  의 지 로 ,  
말레이시아에서 첫 1년간은 
휴학하고 2년째에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면서 2년간 입국 
대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대기 
중에는 정말 일본에 유학할 수 
있 을 지  많 이  불 안 했 지 만 ,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뤄져 일본에 올 수 있었던 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TCA에서의 학교생활이 기대됩니다.」
라고 각오를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지케이학원 COM그룹 도쿄 9개교의 
합동 입학식이 열려, 로이도 많은 학생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각자의 모국에서 입국 대기를 했던 많은 학생과 함께 "첫 
번째 수업"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유학  생활을  보내어  장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코믹일러스트전공（2학년）

로 이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졸업

1년간의 휴학과 1년간의 온라인 수업을
극복하고 고대하던 유학생활 스타트!

코요에서 버클리로, 그리고 세계로. 
그의 꿈은 크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 이

1년 휴학 후, 마침내 일본에 유학 올 
수 있었던 대니. 입국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온라인  다과회에도  
참가하며 지속해서 유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릴 
각오로 일본 입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유 학  생 활 이  시 작 되 어  무 척  
설레었습니다. 모국인 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일본은 매우 편리하고 잘 
정돈되어 되어있으며, 특히 놀란 것은 
광열비 등을 편의점에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교통기관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의 이동 수단은 대부분 자동차지만, 
일본은 자전거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서,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반 친구가 만든 작품을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자극으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것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OCA 오사카디자인&테크놀러지전문학교
코믹일러스트&만화전공（1학년）

무하마드 대니 샤픽 빈 무하마드 자밀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졸업

애타게 기다리고 동경했던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에 두근두근!

대니 챵이칭

린슈오

고베·코요음악&댄스전문학교
버클리유학코스（1학년）

약 2년간 코로나 감염 확대로 
휴학하고 간신히 일본에 
입국한 린슈오의 경험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그는 기타 한 대와 
갈아입을  옷만을  챙겨  
위기일발로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린슈오는 쓰촨음악학원을 졸업한 후, 일본 유학을 
목표로 하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YouTube, 
B i l i b i l i ,  T i k T o k (중국판)  등에도 영상을 
업로드하여, 팬을 많이 가진 뮤지션입니다. 
좋아하는 일본에서 JAZZ를 배운다면 「고베·
코요음악&댄스전문학교」라고 정하고 버클리 
유학코스에 입학했습니다. 코요에서 버클리로, 
그리고 세계로. 그의 꿈은 크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린슈오
중국·쓰촨음악학원 졸업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모국에서 대기하던 유학생들이 드디어 입국했습니다.

일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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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에 담임 선생님께 상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VFXㆍCGㆍ영상마스터코스（2학년）

2월 5일 we are TCA에서 1년간의 일본어 
공부의 집대성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배운 성과로서 반 내 선발을 통해 선택된 6명이 마쿠하리 멧세 회장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대만에서 1년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우량쉔은 노력의 끝에 2등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번 달 일본에 입국하여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온라인에서 스피치 한 학생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사원이 보이지 
않아서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표정이나  반응을 알 
수 없어 오히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전해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량쉔
중국(대만)·와세다대학 혼조고등학원 졸업

후쿠오카디자인&테크놀러지전문학교
e-sports매니저먼트전공（3학년）

2월 5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졸업·
진급제작전 We are TECH.C.FUKUOKA 
e-sports  2022」에서,  e - s po r t s
매너지먼트 전공의 학생을 중심으로 
기업과 고등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e-sports업계&비즈니스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e-sports란 무언인가?」
에 대해서 e-sports를 사용한 비즈니스 
전개나 e-sports의 매력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발표에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나 
자료의 작성, 또한 동영상 제작 등의 
주요 멤버로서 임했습니다. 반 친구와 
협 력 해 서  하 나 를  만 들 어  가 는  
즐거움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류종지에
중국·FLA학원 졸업

2022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온라인 참가로 2위 입상!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음악프로듀서전공（연구과）

E .A .U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과제로,  아티스트 이오리 모에에게 악곡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은 AI를 활용한 악곡 제작으로, 작곡, 편곡, 믹스를 전부 
담당했습니다. 현악기의 생음을 사용하기 위해, 중국의 음악 스튜디오에 녹음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팀에서의 악곡 제작은 우선 즐겁고, 멤버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자신의 버릇을 깨닫기도 합니다. TSM
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악곡 제작 과제에 도전할 수 있기에, 자작곡이 기업에 
채용되는 기회가 있거나, 다양한 장르의 악곡을 발주 받아서 표현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TSM에서의 수업이나 만남은 전부 소중합니다. 목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작곡가로서 일본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장쳉위에
중국·와요일본어학원 졸업

루이에

마이클

오사카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
슈퍼라이브&콘서트크리에이터전공（1학년）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루이에 우고 
필립  윌리엄은 일본  방문  때부터  
동영상 편집이나 콘서트 스태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OSM에 입학하기 위해 2
년간 일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OSM 4년제 학과인 
슈퍼라이브&콘서트 크리에이터코스에 
입학함과 동시에「콘서트 운영회사 
ONE to ONE」과의 연계 프로그램 
『워킹 스터디』를 활용해서, 수업 이외의 콘서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그룹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콘서트 현장이 매우 
즐거워서, 매일 더욱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루이에 우고 필립 윌리엄
프랑스·간사이외국어전문학교 졸업

~OSM산학 연계 프로그램「워킹 스터디」~                                          
콘서트 현장과 학교를 양립하여, 충실한 학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e-sports란 무언인가?」기업 및 보호자 대상 설명회 AI를 활용해 실제 아티스트에게 악곡 제공

졸업·진급 제작전 당일 모습 팀으로 하는 악곡 제작은 즐겁습니다.

4월 12일(화) 도쿄국제포럼에서 지케이학원COM그룹의 도쿄지역 입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게임크리에이터를 
목표로 하는 마이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입학식에서 TECH.C. 선배의 프레젠테이션에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겨우 1년 차이가 
나는 2학년 선배가 저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은 매우 자극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CG를 공부해서 일본에서 퀄리티 높은 VR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년간 진심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희망에 넘치는 눈빛으로 말해 준 마이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슈퍼게임크리에이터전공（1학년）

마이클 쿠니아완
인도네시아·JET일본어학교 졸업

선배의 모습에 미래의 자신을 그려 본 입학식

입학식~신입생  인터뷰~

재학생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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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도쿄ECO동물해양전문학교
동물원·동물사육전공（졸업생）

나는 주로 일본 토종말의 사육과 승마 
체험 안내 및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  일본의 전통 마상 활쏘기에서 
유래한, 말의 등에 올라타서 활로 과녁을 
쏘는「스포츠 야부사메」의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 습니다 .  처 음에는  모르는  
것투성이라서 불안했지만, 직장의 모두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무척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 운  마 학 이 나  크 래 프 트  워 크  
지식이나 기술을 일에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말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코로나가 진정되면 해외에서 온 
관광객을 제가 안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도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힘내주세요! 

Just do it!

츄아 신시아
말레이시아·메로스언어학원 졸업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코믹일러스트전공（3학년）

작년 TCA  코믹 일러스트 
전공의  학생들이  몰두한  
커버주식회사에게 받은 기업 
과제「홀로라이브&홀로스타즈 
V t u b e r  캐릭터  제작」에  
입상해, 그대로 취업 내정을 
받은 유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유학생 내정자 제1
호 입 니 다 !  홍 콩  출 신 의  
탕헤이만은 원래부터 Vtuber 
업계에 관심을 가져, 1학년 
때 는  독 학 으 로  프 리  
소프트부터 배우기 시작해, 2
학년 때는 Live 2D의 수업에서
Live 2D 모션을 배웠습니다.
이번의  프로젝트는  다른  
과제와 병행했었기 때문에 
힘 든  스 케 줄  안 에 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품 
제작에 임했습니다.「지금까지 없는 작품·나다움을 표현한 작품에 유념하여 제작했습니다. 보통 
제가 즐겨 쓰는 작풍에 기업이 추구하는 사풍을 연구하여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인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밝은 기운을 주위에 나누어 주는 
탕헤이만의 앞으로의 활약이 무척 기대됩니다.

탕헤이만
중국(홍콩)·시스템토요외국어학교 졸업

목장에서의 모습1

목장에서의 모습2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카페종합전공（졸업생）

일본 문화나 식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장래에 자신의 가게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스피탤리티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했습니다.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후, 장래에 손님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경영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목적인 카페와 숍 경영을 배우는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이 취업 내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카페는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회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휴 식  장 소 가  되 는  
것 입 니 다 .  식 음 료  
분야에서의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특정활동비자를 
취득하여 꿈을  좇은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류호잉
중국(홍콩)·오사카YMCA학원 일본어학과 졸업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CG영상크리에이터전공（졸업생）

제가 반한 영화「해리 포터」나「겨울왕국」안에서 표현된 기술이 CG
그래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력을 배워서 영화를 
만들어서 표현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이 업계를 목표로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찾고 있었을 무렵, 일본어학교의 소개로 견학을 했고, 
수업해 주신 선생님과 학교 안내를 해주신 선배가 친절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TECH.C.에 입학했습니다. 1년 
차에서는 데생 수업 과제로서 매주 크로키를 그리면서 형태력이나 
관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년 차 이후에는「CG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으로  작업을  완성하면서 ,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 었 습 니 다 .  일 본 에 서  
취직하기 위해서 졸업 때까지 
JLPT N1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고, 
회사에 언제든 보여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희망하는 
직 종 의  회 사 에  들 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해서 사람에게 
감 동 을  주 는  사 람 이  되 고  
싶습니다.

권희진
한국·미츠미네캐리어아카데미 일본어코스 졸업

류호잉

일본과 해외의 가교가 되고 싶다!꿈을 좇은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될거야! 2022년도 유학생 내정 제1호!                                                               
대인기 기업인 커버주식회사에 내정

탕헤이만다움이 잘 표현된 본인의 작품과 함께

권희진

취업정보

취업처:Kaikai Kiki Animation Studio PONCOTAN Nakano
 （CG애니메이터）

취업처 :커버주식회사（2D디자이너）

취업처:시마나가과실판매주식회사（카페·바리스타） 취업처:새들백 목장（승마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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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로 일본 토종말의 사육과 승마 
체험 안내 및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  일본의 전통 마상 활쏘기에서 
유래한, 말의 등에 올라타서 활로 과녁을 
쏘는「스포츠 야부사메」의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 습니다 .  처 음에는  모르는  
것투성이라서 불안했지만, 직장의 모두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무척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 운  마 학 이 나  크 래 프 트  워 크  
지식이나 기술을 일에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말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코로나가 진정되면 해외에서 온 
관광객을 제가 안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도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힘내주세요! 

Just do it!

취업처:주식회사Ｄ·Ａ·Ｇ（3DCG디자이너）

우위에

OCA오사카디자인&테크놀러지전문학교
CG크리에이터전공（졸업생）

졸업 후, CG제작회사에 취업하여 VFX 디렉터로서 캐리어를 쌓아 「Spade&Co」로 이직. 할리우드를 목표로 한 시기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활약하기로 결심하고, 현재는 영화를 중심으로 드라마나 CF·MV 등의 하이엔드 VFX 제작 회사에서 VFX 

디렉터로 이직했습니다. 현실에서 찍을 수 없는 것을 VFX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 좋아하는 일을 하는 행복과 

기쁨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교토의 쇼치쿠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도 조만간 개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드 

롤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성취감은 고생 등을 전부 잊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서, 살아있다는 

실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인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위에
중국·일중어학전문학교 졸업

7월 15일 공개하는 영화『킹덤2』에서 중국 유닛의 촬영 현장 슈퍼바이저를 맡다7월 15일 공개하는 영화『킹덤2』에서 중국 유닛의 촬영 현장 슈퍼바이저를 맡다

한성민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졸업생）

주식회사D·A·G에서 내정을 받아 봄부터 
일본에서의 사회인 생활을 시작한 한성민에게 
근 사 한  소 식 이  도 착 했 습 니 다 .  3 D C G
디자이너로서 취업비자를 신청해, 훌륭히 5년간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학 비자에서 변경하여 5년 
비자가 발급된 것은 근년 보기 드문 쾌거입니다.       
「친구나 회사 동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년 
기간을 발급받은 사람은 없어서, 기간을 길게 
발급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도 발급된 비자 기간이 달랐던 것을 
보면 목표를 향해서 학업에 충실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에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회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연수 과제를 하고 있지만, 배운 것의 
연장선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상사나 선배들과 곧잘 친해지는 환경의 
회사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져서 빨리 정식 출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근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성민
한국·화곡고등학교 졸업

반 친구들과는 국적 상관없이 모두 친해요!

5년 취업비자를 교부받아, CG디자이너로서 활약을 기대!5년 취업비자를 교부받아, CG디자이너로서 활약을 기대!

라이옌호▶

Dyverse Studio 사장/Sound Colour 음악 프로듀서로서 대만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국립 세이카대학「디지털 뮤직 응용」강사로서도 
근무하며, Ensemble Music Center에서는「ｊPOP유행음악」편곡 강사로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을 대만에 더욱 알리고 싶어서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귀국해서 곧장 대만의 CF 곡이나 밴드 곡 등의 
제작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일본 유학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대표 작품에는 소니 BRAVIA MASTER 시리즈 CF 곡, 2017 상하이 china joy 
테마곡의 편곡 등이 있어, 귀국 후에도 음악 업계에서 활약하면서, 차세대 육성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있는 것을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옌호
중국(대만)·둥우대학 졸업

음악 프로덕션 대표직을 역임하며, 일본의 음악을 더욱 대만에 알리고 싶어서 인재 육성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음악 프로덕션 대표직을 역임하며, 일본의 음악을 더욱 대만에 알리고 싶어서 인재 육성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프로뮤지션키보드전공（졸업생）

졸업생  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