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학생 체험작문 

교환학생 1년간을 되돌아보며. 

이원정 

(한국 계명대학교) 

 저는 2018년4월에 한국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써 오챠노미즈 여자 대학

교에 왔습니다.1년은 순식간에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지낸 1년은 저의 인생에서 매우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기 한참 전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에 동경을 품고있었습니다.일본에 

교환학생으로서 오기 전, 여행으로 온 도쿄는 저에게 있어서 마치 천국같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좋아졌기에 계속 도쿄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면 도쿄

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여행과 직접 생활

하는 것은 다르다며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적어도 취직하기 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생활해본 후 진로를 정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결심하고 2018년 4월에 일본으로 왔습니

다. 

 일본에 온 후 처음은 보험이나 통장 만들기 등의 서류작성부터 기숙사 방 정리,짐 정리,

쓰레기 버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가 너무 힘이 들어 울고 싶어 지는 날도 많았습니다.한

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가 보고싶고 외로워 혼자 일본에 온 것을 후회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정리도 마무리되고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대학수업도 매우 재미있고 한국학교에서는 배운 적 없는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전 한국에서 일본어문학과입니다.처음에는 한국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챠노미즈 여자대학교에서 일본어 문학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그

러나 한국대학교의 수업과는 전혀 다른 수업 예를 들어 한학기에 한작가의 한가지 문학

책을 읽어가는 수업은 상당히 신선하고 즐거운 수업이 였습니다.유학생 대상 수업도 여

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 이였

습니다. 

  저의 일본생활에서 대학수업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취미생활입니다.저는 일본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을 좋아해 일본어를 공부하고 대학에서

도 일본어와 일본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그런 저에게 이케부쿠로와 가까운 대학과 

기숙사는 상당히 매력적 이였습니다.대부분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벤트는 도쿄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신주쿠나 시부야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약1년간 일본에서 보낸 시간은 무척이나 유익하고 즐거운 매일 이였습니다.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외로운 감정도 많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그 힘든 일과 외로운 감정들도 지금

은 좋은 경험,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한유학생으로써 보낸 1년간의 경험으로 저는 일본에서 취직한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

기로 하였습니다.다시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저의 교환유학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 1년간 감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