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지케이 학원 COM(컴) 그룹 전국의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 학교의 가상
여고생들으로 구성된 아이돌 유닛!

지케이 학원 COM(컴) 그룹 전국의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 학교에서 "가상
공간에서 활약하는 아이돌"을 컨셉으로

・ 히메노 코노미

・

오구마 치카

・ 쿠로카와 미츠키

셋이서

SO.ON project LaV 로 활동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아이돌의 모습을

최신 기술로 표현하는 신 유닛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콘텐츠인 Vtuber 나 가상 아이돌로서 멤버들이 활약하겠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사랑 받는 신 유닛 SO.ON project LaV 의 청춘을 찾는 여행이
시작합니다!

- 히메노 코노미 -

[생일] 12 월 21 일

[키] 148cm

[학년] 3 학년

[좋아하는 것] 사과, 사과차, 사과파이,

마카롱, 슈크림, 에끌레어, 올리브, 강아지

[싫어하는 것] 야채, 커피(쓴 것)

- 오구마 치카 -

[생일] 2 월 8 일

[키] 158cm

[학년] 2 학년

[좋아하는 것] 곰 관련 아이템, 꿀, 노란색 아이템

테디베어, 게임, 노래, 오믈렛,

고로케, 타코야끼 볼

[싫어하는 것] 공포 게임, 싸움, 포기

- 쿠로카와 미츠키 -

[생일] 7 월 31 일

[키] 156cm

[학년] 1 학년

【좋아하는 것】

95% 카카오 초콜릿, 올리브, 고양이

[싫어하는 것] 탄수화물 식품, 과자

문부 과학성 인가 학교 “스쿨 오브 뮤직 고등전수 학교”가 실시하는 일본
최초의 아이돌 활동 수업!

그것이 SO.ON project 입니다! 소 온 프로젝트

SO.ON 프로젝트는 연예계에서 나온 학교 "오사카 스쿨 오브 뮤직 고등전수
학교(OSM)"

후쿠오카 스쿨 오브 뮤직 고등전수 학교(FSM) "도쿄 스쿨 오브 뮤직 & 댄스
직업 전문 학교(TSM)"

삿포로 뮤직 및 댄스・방송 직업 전문 학교 (SSM) "고베 고요 댄스 & 아트 고등
전수학교 (koyo)"

나고야 스쿨 오브 뮤직 & 댄스 직업 전문 학교(NSM)에서 실시하는 "아이돌
클래스"에서 탄생한

일본 최초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가수·댄서·여배우·모델

등

다양한

꿈과

목표를

가진

멤버들이

SO.ON

project 로서 아이돌 활동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2011 년에 오사카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2015 년 후쿠오카교, 2016 년 도쿄교,
2017 년 삿포로교, 2019 년 고베교, 그리고 2020 년 10 월부터 나고야교에서도
수업을 실시해, 현재는 11 기생으로서 6 도시의 고등학교 1~3 학년 총 400 명

이상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활동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키나와 국제 영화제」나 「SUMMER SONIC OSAKA」에
출연해, 상하이 등에서의 해외 공연,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밀라노 국제
박람회(밀라노 만박)」에 오사카 밀라노 자매 도시 교류 친선 대사로 출연하는
등 수업 내용을 넘어 활동은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방과 후 LIVE "라는 제목의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2016 년에는 오사카성
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

10 주년을 맞이한 2021 년 2 월에는, 국내 각지에서 중계 화면을 연결해 전송
한정 공연 '히스토리 라이브'를 개최!

1 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글 14 장, 앨범 2 장을 출시했으며, 국내 유통판은 오리콘 차트에
올라는 등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모든 분들께 웃음과 힘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SO.ON project 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8 월 23 일 12:00, 웹사이트 공개.
트위터, 유튜브 채널이 개설."

9 월 1 일 12:00 데뷔!! 유튜브에 데뷔곡 "SYNC LINK LIVE !!" 뮤직비디오 공개!

10 월 1 일 18:30〜 멤버 최초 공개 생중계 (YouTube LIVE)

10 월부터 매주 금요일 18:30〜 유튜브 생중계!

10 월 29 일 "VTuber 스타일 Vol.2"에 게재됨!

11 월 1 일 ~ 3 일 "도교 국제 음악 마켓"에 참석!

11 월 15 일~17 일 "XR Kaigi 2021"에 전시됨

11 월 25 일~27 일 "VCTEC 2021"에 전시됨!

12 월 20 일, 2nd single "별을 향해서"가 출시!

12 월 25~26 일 "성지 회의 EXPO 2021 겨울" 이벤트 대사로 취임!

12 월 28 일 "VTuber 스타일 Vol.3"에 게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