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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2019
졸업·진급제작전 2019년 2월, 지케이학원

COM그룹 각 학교에서 「We 
are 2019 졸업·진급제작전」
이 개최되었습니다. 업계가 
요구하는 「즉전력(即戦力)」을 
프 로  현 장 에 서  프 로 에 게  
직 접  배 우 는  실 천 교 육  

「 산 학 연 계 교 육 시 스 템·
기업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업계에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2월 11, 12일 이틀간, 신주쿠 NS빌딩에서 졸업·진급제작전「We are 
TECH.C.2019」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게임월드에서 보드게임을 
출품한 팀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게임기획·시나리오전공 2학년 황 
학생은 「저는 이 게임에서 레벨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보다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플레이를 몇 번이나 반복하여 밸런스를 
조정했는데,  병사의 여러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전공 3학년 왕 학생은 「제가 메인으로 담당한 룰 설명서 
작성은 설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수십번이나 수정을 거듭해 
완성했습니다. 회장에서 여러 사람이 제가 만든 룰 설명서를 손에 들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협력해 
주셨던 교무선생님에게도 매우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TECH.C.2019를 마치고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게임기획·시나리오전공（3학년/2학년）

WANG YAO
중국·국서일본어학교 시무라교

HUANG ZIKANG
중국·고베동양일본어학원

관람객 대응중

TOKYO

함께 만든 보드게임

졸업진급제작전 We are TCA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에서는 2019년 2월 8일과  9일에 「졸업진급제작전 We are TCA」를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했습니다.야생동물&환경보호전공 2학년 첸진광 학생은 환경부스에서 인터프리테이션(자연해설)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기 위해 6월에 나가노현(長野県) 오오마치시(大町市)에 있는 천년의 숲 자연학교(千年の森自然学校)에 가서 생물과 식물 조사를 했습니다. 또, 이 
인터프리테이션은 「방문한 분들이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환경보전과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계기 만들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일은 많은 기업 관계자와 일반 방문객이 첸 학생의 인터프리테이션를 경청해 주어 자연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ECO
야생동물&환경보호전공（2학년）

첸진광
중국·와세다문화관일본어학교

TOKYO

환경 부스「나무 열매의 크래프트 체험」 인터프리테이션중

기 업 프 로 젝 트

하우스식품주식회사 기업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
OCA 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Web디자인&편집기획전공（3학년）

치아 킴 훙
말레이시아·테이쿄말레이시아일본어학원

Web디자인&편집기획전공 3학년의 치아킴훙 학생이 동급생들과 하우스식품주식회사의 기업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기업 관계자에게 
프레젠테이션한 결과, 치아 학생팀은 최우수상을 수상! OCA의 졸업·진급제작전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치아 학생은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팀 내에서 역할분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모두 함께 정한 목표를 이미지화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몰랐던 것이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개인 작업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흡사 실제로 일을 하는 것처럼 폭넓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전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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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연 수

효고현 아와지시마(淡路島)를 무대로 코미디언 하자마 칸페이(間寛平)씨와 그의 장남이자 가수인 하자마 
신타로(間慎太郎)씨, 타무라켄지씨 등이 출연한 영화「時代おくれ」(가칭)의 촬영 현장에 위안 만킷 학생을 
포함한 3명이 스태프로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위안 만킷 학생은 「이번 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한 현장과는 다르게 이 이상 즐거운 현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출부로서 참가하여 조감독 밑에서 공부를 겸해서 슬레이트를 담당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슬레이트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치는 것만으로도 배울 것이 많아서, 올바른 씬컷테이크 번호를 적는 것 외에도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슬레이트 치는 곳이 바뀌거나 핀트가 맞는 곳에서 쳐야 하거나  어두운 곳에 손전등을 사용해서 
비추거나 그 장소에 따라서 슬레이트 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출연자들과도 친해져서 힘든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와 미소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나하시(那覇市) 등에서 개최되는 「제 11회 오키나와국제영화제」등에 출품됩니다. 완성을 기대해 주세요!!

영화촬영 현장에 인턴십으로 참가!
방송예술학원전문학교
미디어크리에이터과·영화드라마제작코스（1학년）

YUAN MAN KIT
홍콩·관서외어전문학교

2019년 1월 26일에 난바의 YES THEATER
에서 인기 댄스&보컬유닛 「DA'ｓ」(다즈)의 
정기공연이 개최되어, 대만 유학생 첸더화이 
학생이 베이시스트로서 참가했습니다! DA's는 
오사카댄스&액터즈전문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총 40명의 여성 유닛. 
오키나와국제영화제에서의 퍼포먼스나 정기공연, 뮤직비디오가 YouTube 등에 
업로드되는 등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첸 학생은 「처음 함께 공연했을 때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Da's는 매월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현장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학 중에 고정멤버들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활동이 다른 활동의 기회로도 
이어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 대만에서 
유명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되는 것이 첸 학생의 꿈입니다!

2월 2일(토)에 TCA에서는 음력 설날에 
맞추어 New Yea r ' s  Pa r t y를 개최.  
유학생이 많은 TCA에서는 각국의 설날을 
기념하여 여러 요리를 하거나, 빙고대회 
등도 실시.
당일은 일본의 떡방아와 중국의 물만두, 
한국의 떡국 등을 학생 스태프가 조리하여 모두에게 선보였습니다. 다음날이 입춘 
전날(節分)이어서 에호마키(恵方巻)도!
재학 중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도 많이 참가해 교류하며 각국 요리를 
맛있게 즐겼습니다.  새해인데도 모국에 돌아가지 못한 유학생과 일본인 재학생들의 
교류의 장으로 매우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기 댄스&보컬그룹「DA's」(다즈)와 공연!
오사카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
베이스테크닉코스（연구생）

Chen De Huai
대만·J국제학원

International New Year's Party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전교생 대상

베이스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공연 후, DA's와 기념촬영 실제로 제공한 요리

그리웠던 맛에 입맛을 다시다!

학 교 이 벤 트

특 별 강 의

2월 15일(금), 미국에서 IoT개발자인 Bodo Hoenen씨가 방문하여 「IT와 모노즈쿠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참가한 슈퍼IT엔지니어전공 3학년 챈 학생은 이번 강의를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병 중인 딸을 위해 테크놀러지 기술을 구사하여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 의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Bodo씨.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Bodo씨가 이야기해 준 오픈소셜 이노베이션(복수의 지식인이 서로 협동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은 아직 
일본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성의 위대함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슈퍼IT엔지니어전공（3학년）

CHAN YOU CHUN
말레이시아·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

선생님 프로필：
Bodo Hoenen 
미국 뉴욕 거주. UN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는 IoT개발자.
사회기업가, 컨설턴트, 이노베이터, 사고리더. 어린이들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

학생 질문에 회답하는 Bodo씨

기 업 프 로 젝 트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크리스티안 앙카사 군이 ANA크라운플라자호텔오사카에게 
받은 상품개발 프로젝트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제는 「부활절 기간에 판매할 
케이크 제안」. 앙카사 학생은 같은 팀 일본인 동급생 2명과 몇번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유럽풍의 부활절 케이크『라프레쉬르(Rafraichir)』을 완성했습니다. 
앙카사군은 「해외에서 유명한 당근 케이크를 일본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작 품 을  만 들 었 습 니 다 .  어 려 웠 던  점 은  케 이 크  시 트 에  어 울 리 는  무 스  
부분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샘플을 만들어 셰프에게 조언을 받아 시트와 무스의 
조합을 결정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폭신한 당근 케이크에 화이트초코무스와 
베리무스를 올리고 시나몬을 곁들이는 것으로 향기에 포인트를 둔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기업프로젝트를 통해 케이크의 완성된 이미지를 사전에 
완벽히 계획해 두는 것의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프로젝트에서 우수상을 수상!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제과·제빵과 파티시에코스（2학년）

CHRISTIAN ANGKASA
인도네시아·MANABI외어학원

2년간 배운 내용의 집대성입니다.

우수상 수상!

앙카사 학생팀의 작품「라프레쉬르(Rafraichir)」

EMC벽화디자인 작품 앞에서(We are TECH.C.2019)로고제안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샤오 학생

Web크리에이터전공의 샤오 학생은 입학 후 적극적으로 기업프로젝트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생기업인 주식회사네오어시스턴스의 로고디자인 제안 과제로 당당히 채용되었습니다.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업 컨셉트를 알릴 수 있는 로고 디자인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8년 가을에 개교한 최첨단시설을 완비한 뉴욕의 The Electronic Music Collective 교내에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벽화 아트 프로젝트 제안에도 샤오 학생의 벽화디자인이 훌륭히 채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스트리트를 이미지한 것, 뉴욕의 문화적인 것, 도시, 전자음악, 댄스뮤직, 레게, 힙합 등에서 영감을 얻은 것 
등, EMC의 특징을 이해하고 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채용된 작품은 졸업·진급제작전 We are 
TECH.C.2019에서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샤오 학생은 「학교 수업은 알차고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재학 중에 기업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것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을 더 갈고닦아 더욱더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개의 기업프로젝트를 통해 당당히 채용!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Web크리에이터（1학년）

XIAO KAIWEN
중국·ISI외어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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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연 수

효고현 아와지시마(淡路島)를 무대로 코미디언 하자마 칸페이(間寛平)씨와 그의 장남이자 가수인 하자마 
신타로(間慎太郎)씨, 타무라켄지씨 등이 출연한 영화「時代おくれ」(가칭)의 촬영 현장에 위안 만킷 학생을 
포함한 3명이 스태프로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위안 만킷 학생은 「이번 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한 현장과는 다르게 이 이상 즐거운 현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출부로서 참가하여 조감독 밑에서 공부를 겸해서 슬레이트를 담당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슬레이트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치는 것만으로도 배울 것이 많아서, 올바른 씬컷테이크 번호를 적는 것 외에도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슬레이트 치는 곳이 바뀌거나 핀트가 맞는 곳에서 쳐야 하거나  어두운 곳에 손전등을 사용해서 
비추거나 그 장소에 따라서 슬레이트 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출연자들과도 친해져서 힘든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와 미소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나하시(那覇市) 등에서 개최되는 「제 11회 오키나와국제영화제」등에 출품됩니다. 완성을 기대해 주세요!!

영화촬영 현장에 인턴십으로 참가!
방송예술학원전문학교
미디어크리에이터과·영화드라마제작코스（1학년）

YUAN MAN KIT
홍콩·관서외어전문학교

2019년 1월 26일에 난바의 YES THEATER
에서 인기 댄스&보컬유닛 「DA'ｓ」(다즈)의 
정기공연이 개최되어, 대만 유학생 첸더화이 
학생이 베이시스트로서 참가했습니다! DA's는 
오사카댄스&액터즈전문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총 40명의 여성 유닛. 
오키나와국제영화제에서의 퍼포먼스나 정기공연, 뮤직비디오가 YouTube 등에 
업로드되는 등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첸 학생은 「처음 함께 공연했을 때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Da's는 매월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현장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학 중에 고정멤버들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활동이 다른 활동의 기회로도 
이어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 대만에서 
유명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되는 것이 첸 학생의 꿈입니다!

2월 2일(토)에 TCA에서는 음력 설날에 
맞추어 New Yea r ' s  Pa r t y를 개최.  
유학생이 많은 TCA에서는 각국의 설날을 
기념하여 여러 요리를 하거나, 빙고대회 
등도 실시.
당일은 일본의 떡방아와 중국의 물만두, 
한국의 떡국 등을 학생 스태프가 조리하여 모두에게 선보였습니다. 다음날이 입춘 
전날(節分)이어서 에호마키(恵方巻)도!
재학 중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도 많이 참가해 교류하며 각국 요리를 
맛있게 즐겼습니다.  새해인데도 모국에 돌아가지 못한 유학생과 일본인 재학생들의 
교류의 장으로 매우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기 댄스&보컬그룹「DA's」(다즈)와 공연!
오사카스쿨오브뮤직전문학교
베이스테크닉코스（연구생）

Chen De Huai
대만·J국제학원

International New Year's Party
도쿄커뮤니케이션아트전문학교
전교생 대상

베이스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공연 후, DA's와 기념촬영 실제로 제공한 요리

그리웠던 맛에 입맛을 다시다!

학 교 이 벤 트

특 별 강 의

2월 15일(금), 미국에서 IoT개발자인 Bodo Hoenen씨가 방문하여 「IT와 모노즈쿠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참가한 슈퍼IT엔지니어전공 3학년 챈 학생은 이번 강의를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병 중인 딸을 위해 테크놀러지 기술을 구사하여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 의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Bodo씨.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Bodo씨가 이야기해 준 오픈소셜 이노베이션(복수의 지식인이 서로 협동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은 아직 
일본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성의 위대함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슈퍼IT엔지니어전공（3학년）

CHAN YOU CHUN
말레이시아·KCP지구시민일본어학교

선생님 프로필：
Bodo Hoenen 
미국 뉴욕 거주. UN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는 IoT개발자.
사회기업가, 컨설턴트, 이노베이터, 사고리더. 어린이들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

학생 질문에 회답하는 Bodo씨

기 업 프 로 젝 트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크리스티안 앙카사 군이 ANA크라운플라자호텔오사카에게 
받은 상품개발 프로젝트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제는 「부활절 기간에 판매할 
케이크 제안」. 앙카사 학생은 같은 팀 일본인 동급생 2명과 몇번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유럽풍의 부활절 케이크『라프레쉬르(Rafraichir)』을 완성했습니다. 
앙카사군은 「해외에서 유명한 당근 케이크를 일본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작 품 을  만 들 었 습 니 다 .  어 려 웠 던  점 은  케 이 크  시 트 에  어 울 리 는  무 스  
부분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샘플을 만들어 셰프에게 조언을 받아 시트와 무스의 
조합을 결정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폭신한 당근 케이크에 화이트초코무스와 
베리무스를 올리고 시나몬을 곁들이는 것으로 향기에 포인트를 둔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기업프로젝트를 통해 케이크의 완성된 이미지를 사전에 
완벽히 계획해 두는 것의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프로젝트에서 우수상을 수상!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제과·제빵과 파티시에코스（2학년）

CHRISTIAN ANGKASA
인도네시아·MANABI외어학원

2년간 배운 내용의 집대성입니다.

우수상 수상!

앙카사 학생팀의 작품「라프레쉬르(Rafraichir)」

EMC벽화디자인 작품 앞에서(We are TECH.C.2019)로고제안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샤오 학생

Web크리에이터전공의 샤오 학생은 입학 후 적극적으로 기업프로젝트에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생기업인 주식회사네오어시스턴스의 로고디자인 제안 과제로 당당히 채용되었습니다.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업 컨셉트를 알릴 수 있는 로고 디자인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8년 가을에 개교한 최첨단시설을 완비한 뉴욕의 The Electronic Music Collective 교내에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벽화 아트 프로젝트 제안에도 샤오 학생의 벽화디자인이 훌륭히 채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스트리트를 이미지한 것, 뉴욕의 문화적인 것, 도시, 전자음악, 댄스뮤직, 레게, 힙합 등에서 영감을 얻은 것 
등, EMC의 특징을 이해하고 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채용된 작품은 졸업·진급제작전 We are 
TECH.C.2019에서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샤오 학생은 「학교 수업은 알차고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재학 중에 기업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것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을 더 갈고닦아 더욱더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개의 기업프로젝트를 통해 당당히 채용!
도쿄디자인테크놀러지센터전문학교
Web크리에이터（1학년）

XIAO KAIWEN
중국·ISI외어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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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이 벤 트

치우 학생  작품「Eve wish」 쇼콜라 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2018년 11월 9일, 제53회 오사카부양과자콘테스트가 개최되어,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학생이 
설탕세공, 마지팬, 쇼콜라의 학생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교내 예선에서 선발된 파티시에코스 2학년 유학생 
치우옌카이 학생이  쇼콜라부문에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치우 학생 작품 「Eve wish」가 훌륭히 최우수상에 
빛났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등교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디자인을 생각하고, 어려운 초콜릿 기술 연습에 
적극적으로 임한 노력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치우 학생은 「크리스마스트리에 공을 들인 작품으로 한 장씩 
잎을 조립하는 것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완성했을 때는 커다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입상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우 학생의 작품은 색이 선명하고 초콜릿의 광택이 예쁜 작품이었습니다. 
표창식에서는 심사원분들께 일반부문에 참가했어도  입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만들기에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53회 오사카부 양과자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수상!!
오사카캐리나리제과조리전문학교
파티시에코스（2학년）

Qiu Yankai
대만·오사카바이오메디컬전문학교

e-sports 프로게이머전공 1학년 TRUONG GIA FUE 학생이 스트리머로서 
스폰서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Migutan Channel」이라는 이름으로 Youtube에 게임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결과, 등록자 수는 9월에 무려 약 7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급성장을 보인 FUE학생은 올해 2월에 굿에이트스쿼드주식회사와 
스트리머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본교 첫 프로게이머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로도 게임실황을 하거나, PUBG, 
LOL, APEX 등 여러 게임타이틀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RUONG GIA FUE의 활약을 응원해주세요. 
채널등록 부탁합니다!!
 URL：https://youtu.be/OT-Cog8bVsc

베트남 유학생이 e-sports 프로게이머에!
OCA오사카디자인&IT전문학교
e-sports프로게이머전공（1학년）

TRUONG GIA FUE
베트남·호세이대학

재 학 생  인 터 뷰

많은 기업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유학생들

합 동 기 업 설 명 회

2 0 1 9 년  2 월  1 9 일 ( 화 )  후 쿠 오 카 브 라 이 덜 & 호 텔·
관 광 전 문 학 교 에 서  1 학 년  학 생 을  대 상 으 로  한  
합동기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합동기업설명회는 많은 
기업관계자가 내교해 본교 학생만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벤트입니다. 호텔&여행과 유학생도 다수 
참가했습니다. 졸업한 유학생도 다수 내정을 받은 대형 
호텔을 경영하는 기업 분들도 참석해 모두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학년은 앞으로 취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합동기업설명회와 동시에 취직 
활동을 목표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출정식도 행해졌습니다.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합동기업설명회
후쿠오카브라이덜&호텔·관광전문학교
호텔&여행과（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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