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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게임그래픽&캐릭터전공 2학년
게임프로그래머 전공 3학년

葉　暁詩
중국・코베전자전문학교 출신
MARTEN HELANDER 
스웨덴・J국제학원 출신

OCA부스 간판

2016도쿄게임쇼 현장에서 외국방문자 대응중인 MARTEN학생

도쿄디자인테크놀로지센터전문학교부스

OCA부스간판 일러스트를 그린 葉학생 2016도쿄게임쇼현장에서 집합사진

도쿄게임쇼 2016
지케이학원COM그룹6개교에서
출전한 많은 학생작품을 소개

P.1
· TOP뉴스 · 학교이벤트
P.2
· 자격취득 · 업계연수 · 재학생인터뷰
P.3
· 졸업생의활약 · 취직내정자

OCA부스에서는 중국 
출신의 유학생 葉씨가 
부스의 메인간판 일러
스트를 제작한 작품이 
수많은 학생작품 중에
서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작품
을 전시할수 있엇기에 
당일 오사카에서 직접 
게임쇼에 참가했습니
다. 또한 스웨덴 출신 
MARTEN학생은 자체
로 제작한 게임을 전
시하여 기업이나 일반
인들에까지 출품 작품
이나 OCA에 대한 설
명을 하고 있었습니
다. 해외고객도 많아
서 영어와 모국어의 
대응은 아주 좋은 호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모국과 일본뿐
만아니라 세계의 무대
에서 OCA유학생의 활
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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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JAPAN
회사에 취직하여 활약 중!

내정처：THE FACT JAPAN
（직종：사업부）
도쿄스쿨뮤직전문학교 시부야교
음악프로듀서전공（ 2016년3월 졸업）

임 병걸
한국・3H일본어학교 출신

졸업생의활약

음악프로듀서전공 3학년 졸업사진친구와 함께

지케이학원 COM그룹 각지역에서는 전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 수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지원의 버팀목중의 하나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정처：주식회사 bee tribe
（직종:모션 제작）
오사카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CG·영상제작전공 3학년

WANG DAZHUANG
중국・오사카일본어학원 출신

취직내정자

지케이국제 교류 COM（JCIC） 로부터 알림

「챔피언」,「점 프」에 이어
「월간코로코로코믹」도 전문담당이 대응!

오사카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프로만화가 전공 3학년

황 지환
한국・Meric일본어학교 출신

재학생인터뷰

TOEIC만점획득!!고득점 획득자 속출!!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호스피탤리티비지니스전공 1학년
메카트로닉스엔지니어 전공 1학년

TAN TEENA RACHEL CHUA
필리핀・ 신와외국어아카데미 출신
LEE KAISANG
홍콩・ ISI외국어학원 출신
CHIA ZHENGLIN 
말레시아・KCP지큐시민일본어학교 출신

자격취득

무대연출·제작·운영에서 활약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무대감독/제작전공 2학년

LEE CHI-YUAN
대만・가우슝(高雄)의과대학 출신

업계연수

975점 획득한 LEE KAISANG학생만점 획득한 TAN TEENA학생

현장 연수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2016오사카지역학원제

오사카커뮤니케이션아트 전문학교
그래픽디자인전공 2학년

LAM EELENG
말레시아
데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교 출신

학교이벤트

학원제

스웨덴출신인 라쿠고카(落語家)탄생!！

도쿄필림센터영화·배우전문학교
영화배우학과  배우종합전공 3학년

NILSSON BJORK JOHAN ERIK
스웨덴・UPPSALA UNIVERSITY STOCKHOLM UNIVERSITY 출신

재학생인터뷰

6월 18일(토)19일(일)오사카지역 학원축제가 각 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푸드 코드나 작품 판매, 라이브, 동물 후레아
이, 또는스페셜게스트의 토크쇼 등 일년에 한번인 축제는 많
은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축제의 분위로 들끓엇습니다.
자신들의 자신잇는 분야를 활성화하고 친구와 함께 액세사리, 
포스트 카드, 스티커 등 상품판매를 기획한 그래픽 디자인 전
공인 LAM씨.

"재료 선정과 제작을 몇번이나 다시 수정하고 판매 코너의 디스플레이로부터 당
일의 코스프레의상 선택까지 모두와 상담하며 무사히 학원제 당일을 맞이하엿습
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나에게는 처음으로 
하는 손님접대로 긴장했지만 자신들이 만든 물건이 
팔린 때의 기쁨은 잊지 못하고, 또 선배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이나 점포 디자인을 여러가지 볼 수 있었
던 것도 값진 경험이였습니다." 라고 긴장과 즐거움
과 만족감 속에서 마무리 하게 된것 같습니다.

8월 말 TECH.C.(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회장에서 실시된 TOEIC 
결과가 발표되엿는데 1학년 TAN TEENA학생이 만점을 획득햇습니다!
그외 에도 ZHENGLIN학생970
점, LEE KAISANG학생이 975
점으로 높은점수 획득자도 속출
하였습니다. TOEIC는 인재채용
의 근거로 많은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유
학와서 모국어외에 다른 언어에
도 도전하여 만점획득한 쾌거입
니다!! 
금후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무대제작회사의 현장 연수로 연극과 뮤지컬, 2.5차원무대 등
의 현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의 내용은 연출조수로서 
소도구와 의상 준비와 관리를 하거나 무대 위의 타임 키핑과 
무대설치 등의 진행제작을 하거나, 또 관객의 대응과 티켓 관
련 업무 등 운영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음악업계의 일은 현장에서 만난 분한테서 다른 현장을 소개 받
거나, 연결이 확산되는 세계입니다.
우선 일본어능력을 제고하고 또 일본인 이상으로 일을 최선으

로 완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장래는 프로덕션내의 제작부와 무대 연출 등의 일에 종
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현장도 하나하나 소중히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15일 산유테이 코우라쿠(三遊亭好楽) 선생의 제자로 입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원래 연극과 라쿠고(落語) 에 흥미가 있고 라쿠고(落語) 를 한다
면 일본으로 생각하고 연극도 공부할 수 있는 동경필름센터영화
배우전문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에서 발성방법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배우고 연기한다는 
점에서 라쿠고(落語) 에도 살릴수 잇는것이 아닐까고 생각햇습니

다. 잘하지 못한 대사와 안되던 일이 잘 되는 순간이 너무 즐거웟습니다!
라쿠고는 흥행장에 다니거나 youtube등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마추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식으로 입문한『 젠자(前座)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3년정도 수업을 마치고 후타츠메(二つ目), 신우치(真打ち)로 될 예정입니다.
선후배질서가 엄격하고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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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인터뷰

음악프로듀서코스에서 작곡으로부터 녹음, A&R등 음악제작 전반에 대한 기술이
나 기능을 3년동안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CD앨범 제작을 하고 멋
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컬&댄서코스 학생들이 소속 K-POP프로젝트에
서 강사 이 선생님의 조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니지멘트에 대해서도 실천적으
로 배우고 왔습니다. 출석률이 높고 책임감이 강하고 무슨 일이나 끝까지 완성하
는 성실한 인간성이 포인트가 되여 취업내정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디자인분야의 전문학교를 견학하고 자신의 작품 
수준을 높이는데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므로, 데생, 예술이념, 색채구성 등 기초로 되는 부
분의 수업이 확실한 OCA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4월에 
학교에서 개최된(주)비트라이브회사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로 입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6월 
기업합동설명회 때 자신의 작품을 출시하여 면접의 기
회를 얻엇습니다.
불안투성이였지만 취업활동의 매너, 서류 검사에서 면

접연습까지 몇번이나 캐리어센터 선생님이 서포트로 면접시에는 긴장하지 않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것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하
고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부단히 노력하면 어떤 회사에서도 활약하게 될수 잇다
는 것입니다.

3번째 도전에서 훌륭하게 바라고바라던 잡지 "월간코로코로
코믹" 에서 스카우트된 황 지환 씨. 드디어 프로 데뷔 도달까
지 눈앞. 지금부터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그림그리는 훈련과 일본어 공부 등 내 나
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지도해주
신 덕분입니다. OCA에서는 만화를 그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프로강사가 세분화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준 덕분에 기회를 

얻엇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출판사에 스카웃되여 정말 기쁘지만 이제부터가 승부
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we are OCA라고 하는 관서지역최대의 학교전시회
에서는 여러 출판사와 게임회사관계자가 참가하여 스
카웃하러옵니다. 이처럼 학생, 강사, 학교가 같이 노력
하는 OCA의 환경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간코로코로코믹:도라에몽, 비크 리먼, 포켓몬, 요괴 워치 등 수많은 히

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인기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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