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0일, 11일에 TECH.C.에서 인터내셔널데이2017(학원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기획한 전시와 무대, 음식기획 등이 출품되었습니다. 코스프레대회, 스페셜게스트 맥스 무라이씨의 

토크 쇼도 실시하여 이번 인터내셔널데이（학원제）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월달에 집행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신입생들은 4월부터 홈룸이나 방과후 휴식시간을 이용해 축제준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기획을 맡은 학생들은 학급친구들과 노점 메뉴를 구상하고, 재료 구입처, 판매가격, 노점디자인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나라자랑」프레젠테 이션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미국자랑」을 한 에릭씨는 음식기획에서는「새우마왕」팀에 참가하였는데 그는 「인터내셔널데이 를 통해모두와 협력하는 경험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새우마왕」팀은 매출 제1위, 팀워크상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전공, 학급, 학년을 넘어 친구가 되고 협력하는 경험이 생겼으며 이런 경험들은 향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내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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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제・인터내셔널데이 2017 개최

학원제・International Day2017

이벤트 스테지에도 출연!

▲부스의 사진

집행위원의 일원으로서 학원제를 빛낸다!

이번 학원축제에서 인터뷰를 받은 학생은 노벨리스트코스의 KE씨!! 
학원제에서 학생들이 코스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는데 柯씨는 코스의 
리더로서, 학원제에서 활약했습니다！
「내가 리더에 입후보한 것은 작년 행사였던 퀴즈를 보고 더욱 자신들의 
코스의 특징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작성한 단편집과 쥬스를 
판 매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작 은  
단편집의 스토리는 각각 멤버들이 
집필하고 삽화는 코믹일러스트코스에 
협조를 부탁하여 그린 것입니다.
리더역할을 통해 멤버들과의 
협력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이번의 
경험을 향후의 학생생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KE JIACUN
대만・문조외국어대학

오사카애니메이션스쿨전문학교
크리에이티브학과・노벨리스트코스(2학년)

리더로서 학원제를 이끌어간다!!

2017년 6월10일, 11일에 학원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본학생뿐만아니라 유학생들도 기획이나 
운영에 참여하여 활약했습니다.
①학원제에서 어떤 일을 주로  담당했습니까？
학원제 실행위원회에서 여러 학생들과 같이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주로 담당한 것은 
음식 부스의 점장으로서 기획안을 작성하고 
메뉴를 고안했습니다.  부스내의  장식과  의상 등도 구상하였고 전반의 프로듀스를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과자나 음료수를 만들어서 판매하였습니다.
②학원제에서 즐거웠던 일을 알려주세요.
후배들과 같이 판매할 상품을 만들고 판매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들의 
음식을 사먹었던 것입니다. 또 맛있다고 말해주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③ 앞으로 학교 행사나 실습에서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가 알려주세요.
수업에서도 작품제작에 많이 노력하고 많은 친구들과 같이 자체제작영화도  
만들고 싶습니다.

GU MINGXIANG
대만・우츠노미야닛켄공과전문학교 일본어학과

도쿄필름센터영화・배우전문학교
영화제작학과 영화전공(2학년)

실행위원으로서 일본학생들과 함께 활약!

인터내셔널데이 2017(학원제)를 돌이켜보면서

HANNA ERIK BRADLEY
미국・ＫＣＰ지구시민일본어학교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코믹일러스트전공(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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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의 유학생 L AURA
씨 가  가 수 로  소 속 사 와  계 약 했 습 니 다 . 스 페 인 에 서  
온 L AURA씨는 오사카의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후 ,
도 쿄 스 쿨 오 브 뮤 직 전 문 학 교 시 부 야 에  입 학 하 여  
신인발굴오디션 등을 통하여 지금의 기획사에 캐스팅되었고
Youtube에도 노래를 4곡이나 올렸습니다. YouTube 에서
LauCox로 검색해서 꼭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내정처：타무라제작소　(직종：가수)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
싱어송라이터전공(2학년)

LAURA FERNANDEZ
스페인・관서외국어전문어학교유학생센터

꿈에도 그리던 데뷰의 꿈이 이루어졌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에 입학을 결정한 이유는 유학생 
지원, 데뷔서포트가 충실하며, 면담과 체험수업을 받고 너무 맘에 
들어서 결정하였습니다. 시부야 （渋 谷） 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므로 우리와 같은 유학생에게도 기회가 있어, 도쿄에 가서 
음악활동을 한다면 이 학교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곡을 
언제가는 부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곡을 만들던 
중 매년 학교에서 열리는 신인발굴 이벤트의 오디션을 통해 나의 
오리지날 곡이 합격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학교에 직접 와서 연주를 보고 학생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면접도 실시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데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5개 회사를 돌고 프로필을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그 다섯 중에서 마지막으로 면접본 회사가  
타무라제작소 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 응시자 였습니다.
면접에서는「노래는 잘하지만 능숙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징이 없으면 이 업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는  타무라 씨의 코멘트를 받고 그 때「나는 아직 부족하다.」
고 침울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서 타무라씨와 다시 면담을 하게 되어서  
타무라 씨로부터 재즈를 부르는 기회를 얻었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가요
일본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에서는 노래의 기초부터 
배웁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훈련은 역시 호흡연습이며 똑바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목소리의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발성, 자세, 시선 등도 학습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방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요
오사카에 살때는 커버밴드에 소속하여 주말에 자주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에서는 학원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곡을 쓰거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4months 
Family(4MF)라고 하는 그룹을 다른 세명의 학생과 함께 결성하였으
며 아주 즐거웠습니다! YouTube에 올렸지만 저는 지금 소속사랑  
계약해서 다른 곳에서 부르는 기회는  적지만 학교행사에서는 그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나 수업은 어떤가요
학교의 제일 좋은 점은 전공도 연령도 상관 없이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편한 분위기입니다. 선생님은 진지하게 수업을 하지만 
웃음과 즐거움을 잊지 않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수업은 보컬 트레이닝의 수업인데 소수 인원제이기에 
일일이 지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학급 친구들은 가족과 같아서 
함께 울거나 웃거나 고민도 같이합니다.

집합사진

명예교장인 카츠라유미선생님의 특별강의가 본교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마음가짐,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  그리고 
카 츠 라 선 생 님 이  추 진 한  연 예 인 · 저 명 인 사 의  결 혼 식 에  대 해 서  
드레스카탈로그와 함께 들었습니다. 사회인의 첫걸음으로서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 외 여덟가지이상의 포인트를 설명하였으며 
드레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플래너로 성장하고 싶은 장래의 목표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카츠라선생님과 악수하고 감동으로 우는 학생도 
있었으며 훌륭한 선생님의 대단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씨는 「대만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드레스스타일리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츠라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것은 『인맥을 만들다』라는 중요성, 저명하신 분들과 교제를 하여 
자신도 성장하고 인맥을 넓히는것이 앞으로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습니다.

카츠라유미 명예교장선생님의
특별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케이오모테나시＆브라이들・관광전문학교
브라이덜종합코스(2학년)

YANG YALING
대만・오사카바이오메디컬전문학교

특별강의

선생님 프로필 주식회사유미카츠라인터내셔널 사장, 일반사단법인 전일본브라이덜협회회장을 맡아 
파리콜렉션 등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브라이덜업계의 선구자적인존재.

조리・제과의 인턴쉽으로 4주의 업계연수에 참가했습니다. 『힐튼니세코빌리지』
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수봉(秀峰) 요테이산(羊蹄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니세코연산의 주봉, 니세코안누프리(ニセコアンヌプリ)의 산악에 펼쳐진 
리조트구역에 있는 호텔입니다. 봄부터 가을은  골프, 테니스, 승마, 가와쿠다리
(川下り), 열기구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아웃도어 스포츠, 겨울은 은빛세상과 
스키를 만킥할 수 있으며,온천에서는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한명인 YUNITA씨는「현지에 도착 즉시 몸상태가  안좋아서 며칠동안 

쉬게 되었는데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시간관리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이 경험을 살려 더욱 
더  성 장 해 서  장 래  인 도 네 시 아 에 서  일 본 의  마 음 이  느 껴 지 는  가 게 를  만 들 수  있 도 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크나큰 수확과 목표를 얻은 감상을 전달했습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접하게 되어 
가끔씩 곡을 만들었지만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23살이 되어서부터였습니다. TSM에 
입학하면서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합작해서 작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키자니아테마송제작프로젝트」에서 프로듀서,
작곡가, 편곡가로 참여하여 팀 멤버랑 같이 만든 
곡이 채용되었습니다. 「키자니아」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울한 분들에게 기운을 낼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
그리고「박준수만이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기업의테마송 제작에, 프로듀서,작곡가,편곡가로 참여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음악프로듀서코스(3학년)

박 준수
한국・동양언어학원

재학생인터뷰

유명한 IT회사에 내정을 받았다！

내정처:GMO인터넷주식회사
직종:IT엔지니아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슈퍼IT엔지니어전공(4학년)

GOMEZ SANTANA CHRISTIAN
콜롬비아・구단일본문화연구소일본어학원

『힐튼니세코빌리지』인턴쉽 참가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제과・제빵전공파티시에코스(２학년)

YUNITA　NIDYA SUSANTI
인도네시아・오사카문화국제학교

기업과제

GOMEZ씨는 재학 중, 프로그램의 수업은 
물론 시스템이나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IT업계에서 
화제인 Hackathon, Ideathon과 같은 제한된 
시간내에 새로운 앱이나 기획을 제작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3학년이 된 후부터 적극적으로 인턴십에 
도전하고 m i x i、R a k u t e n、VOYAG E、
CyberAgent、NTTdocomo、구루나비 등 

많은 회사에서 업계연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진급제작전에서는 스퀘어에닉스 등 게임회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본인 제1
희망인 GMO인터넷주식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만큼 향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취직내정속보

Hackathon

그 외 기사는 일본어판유학생 TOD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케이국제 교류 COM（JCIC） 로부터 알림

좋아하는 일본에서 좋아하는 음향 배우기!

도쿄필름센터영화・배우전문학교
음향＆ＭＡ전공(3학년)

LUO JIAQI
중국・가쿠슈인대학

① 일본 유학오기전에 해온 것
예술분야의 대학에서 영화감독 공부를 했습니다.
각본을 쓰고 쇼트무비를 찍거나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②일본에서 음향엔지니어를 목표로 하려고 생각한 계기
음향은 고등학교시절부터 취미였습니다.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자기 이상에 가까운 환경에서 배우고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려는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③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과 장래 목표와 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는 취업을 하기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견학  면접으로 매일 바쁩니다.
장래의 꿈은 음향엔지니어로 많은 사람으로부터「함께 일하고 싶다」, 「다음에도 
부탁해요.」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학생인터뷰

【2】滋慶国際交流 CO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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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의 유학생 L AURA
씨 가  가 수 로  소 속 사 와  계 약 했 습 니 다 . 스 페 인 에 서  
온 L AURA씨는 오사카의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후 ,
도 쿄 스 쿨 오 브 뮤 직 전 문 학 교 시 부 야 에  입 학 하 여  
신인발굴오디션 등을 통하여 지금의 기획사에 캐스팅되었고
Youtube에도 노래를 4곡이나 올렸습니다. YouTube 에서
LauCox로 검색해서 꼭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내정처：타무라제작소　(직종：가수)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
싱어송라이터전공(2학년)

LAURA FERNANDEZ
스페인・관서외국어전문어학교유학생센터

꿈에도 그리던 데뷰의 꿈이 이루어졌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에 입학을 결정한 이유는 유학생 
지원, 데뷔서포트가 충실하며, 면담과 체험수업을 받고 너무 맘에 
들어서 결정하였습니다. 시부야 （渋 谷） 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므로 우리와 같은 유학생에게도 기회가 있어, 도쿄에 가서 
음악활동을 한다면 이 학교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곡을 
언제가는 부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곡을 만들던 
중 매년 학교에서 열리는 신인발굴 이벤트의 오디션을 통해 나의 
오리지날 곡이 합격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학교에 직접 와서 연주를 보고 학생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면접도 실시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데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5개 회사를 돌고 프로필을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그 다섯 중에서 마지막으로 면접본 회사가  
타무라제작소 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 응시자 였습니다.
면접에서는「노래는 잘하지만 능숙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징이 없으면 이 업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는  타무라 씨의 코멘트를 받고 그 때「나는 아직 부족하다.」
고 침울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서 타무라씨와 다시 면담을 하게 되어서  
타무라 씨로부터 재즈를 부르는 기회를 얻었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가요
일본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에서는 노래의 기초부터 
배웁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훈련은 역시 호흡연습이며 똑바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목소리의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발성, 자세, 시선 등도 학습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방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요
오사카에 살때는 커버밴드에 소속하여 주말에 자주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도쿄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시부야에서는 학원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곡을 쓰거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4months 
Family(4MF)라고 하는 그룹을 다른 세명의 학생과 함께 결성하였으
며 아주 즐거웠습니다! YouTube에 올렸지만 저는 지금 소속사랑  
계약해서 다른 곳에서 부르는 기회는  적지만 학교행사에서는 그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나 수업은 어떤가요
학교의 제일 좋은 점은 전공도 연령도 상관 없이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편한 분위기입니다. 선생님은 진지하게 수업을 하지만 
웃음과 즐거움을 잊지 않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수업은 보컬 트레이닝의 수업인데 소수 인원제이기에 
일일이 지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학급 친구들은 가족과 같아서 
함께 울거나 웃거나 고민도 같이합니다.

집합사진

명예교장인 카츠라유미선생님의 특별강의가 본교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마음가짐,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  그리고 
카 츠 라 선 생 님 이  추 진 한  연 예 인 · 저 명 인 사 의  결 혼 식 에  대 해 서  
드레스카탈로그와 함께 들었습니다. 사회인의 첫걸음으로서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 외 여덟가지이상의 포인트를 설명하였으며 
드레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플래너로 성장하고 싶은 장래의 목표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카츠라선생님과 악수하고 감동으로 우는 학생도 
있었으며 훌륭한 선생님의 대단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씨는 「대만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드레스스타일리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츠라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것은 『인맥을 만들다』라는 중요성, 저명하신 분들과 교제를 하여 
자신도 성장하고 인맥을 넓히는것이 앞으로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습니다.

카츠라유미 명예교장선생님의
특별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케이오모테나시＆브라이들・관광전문학교
브라이덜종합코스(2학년)

YANG YALING
대만・오사카바이오메디컬전문학교

특별강의

선생님 프로필 주식회사유미카츠라인터내셔널 사장, 일반사단법인 전일본브라이덜협회회장을 맡아 
파리콜렉션 등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브라이덜업계의 선구자적인존재.

조리・제과의 인턴쉽으로 4주의 업계연수에 참가했습니다. 『힐튼니세코빌리지』
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수봉(秀峰) 요테이산(羊蹄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니세코연산의 주봉, 니세코안누프리(ニセコアンヌプリ)의 산악에 펼쳐진 
리조트구역에 있는 호텔입니다. 봄부터 가을은  골프, 테니스, 승마, 가와쿠다리
(川下り), 열기구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아웃도어 스포츠, 겨울은 은빛세상과 
스키를 만킥할 수 있으며,온천에서는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한명인 YUNITA씨는「현지에 도착 즉시 몸상태가  안좋아서 며칠동안 

쉬게 되었는데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시간관리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이 경험을 살려 더욱 
더  성 장 해 서  장 래  인 도 네 시 아 에 서  일 본 의  마 음 이  느 껴 지 는  가 게 를  만 들 수  있 도 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크나큰 수확과 목표를 얻은 감상을 전달했습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접하게 되어 
가끔씩 곡을 만들었지만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23살이 되어서부터였습니다. TSM에 
입학하면서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합작해서 작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키자니아테마송제작프로젝트」에서 프로듀서,
작곡가, 편곡가로 참여하여 팀 멤버랑 같이 만든 
곡이 채용되었습니다. 「키자니아」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울한 분들에게 기운을 낼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
그리고「박준수만이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기업의테마송 제작에, 프로듀서,작곡가,편곡가로 참여

도쿄스쿨오브뮤직＆댄스전문학교
음악프로듀서코스(3학년)

박 준수
한국・동양언어학원

재학생인터뷰

유명한 IT회사에 내정을 받았다！

내정처:GMO인터넷주식회사
직종:IT엔지니아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슈퍼IT엔지니어전공(4학년)

GOMEZ SANTANA CHRISTIAN
콜롬비아・구단일본문화연구소일본어학원

『힐튼니세코빌리지』인턴쉽 참가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제과・제빵전공파티시에코스(２학년)

YUNITA　NIDYA SUSANTI
인도네시아・오사카문화국제학교

기업과제

GOMEZ씨는 재학 중, 프로그램의 수업은 
물론 시스템이나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IT업계에서 
화제인 Hackathon, Ideathon과 같은 제한된 
시간내에 새로운 앱이나 기획을 제작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3학년이 된 후부터 적극적으로 인턴십에 
도전하고 m i x i、R a k u t e n、VOYAG E、
CyberAgent、NTTdocomo、구루나비 등 

많은 회사에서 업계연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진급제작전에서는 스퀘어에닉스 등 게임회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본인 제1
희망인 GMO인터넷주식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만큼 향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취직내정속보

Hackathon

그 외 기사는 일본어판유학생 TOD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케이국제 교류 COM（JCIC） 로부터 알림

좋아하는 일본에서 좋아하는 음향 배우기!

도쿄필름센터영화・배우전문학교
음향＆ＭＡ전공(3학년)

LUO JIAQI
중국・가쿠슈인대학

① 일본 유학오기전에 해온 것
예술분야의 대학에서 영화감독 공부를 했습니다.
각본을 쓰고 쇼트무비를 찍거나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②일본에서 음향엔지니어를 목표로 하려고 생각한 계기
음향은 고등학교시절부터 취미였습니다.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자기 이상에 가까운 환경에서 배우고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려는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③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과 장래 목표와 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재는 취업을 하기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견학  면접으로 매일 바쁩니다.
장래의 꿈은 음향엔지니어로 많은 사람으로부터「함께 일하고 싶다」, 「다음에도 
부탁해요.」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학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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