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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서의 1년은 나에게 있어、 정말 특별한 1년이었다. 처음에 일본에 왔었

을 때는, 일본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 걱정과 동시에 기대도 있었기에, 재미있는 생활

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본문화를 배우면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

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도 접해 보는 등, 

국제적인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 

우선, 수업에서는 1학기와 2학기, 일본어훈련이나 일본사정연습 등 다양한 유학생대상의 수업을 

들어, 일본문화와 일본어를 깊게 배웠다.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서의 유학생대상의 수업은, 한국에서의 수업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의식주

문화와, 일본의 역사, 관광지 등 여러 가지 문화를 보다 깊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욱 공부가 되

었다. 또한 수업에서 배운 관광지에 가보거나, 축제에 가보거나, 일본의 음식을 먹으러 가는 등 

일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2학기에 들어서 기호학을 배울 수 있는 학부수업도 들었는

데, 기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공부가 되었고, 재밌었다. 

수업 외에도, 일본에 와서 타국의 친구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거나, 연말과 신년에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해서, 재밌었다. 연말과 신년은 같이 노래방에 가거

나, 밥을 먹거나 하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신년에는 하츠모우데에 가거나, 오미쿠지를 해서 

흉을 3번 뽑는 등, 일본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서 

재밌었다. 또 2학기부터는 타마키야라고 하는 기모노

가게에서 인턴십을 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기모노

를 입어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모노 입는 방법이나 

접는 방법 등, 다양한 지식도 얻었다. 또 기모노가게

의 가족과 직원분들이 정말 상냥하셔서, 좋았다. 또 연말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회식에 가거나 

하는 등,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이거 이외에도 친구랑 함께 산리오퓨로랜드나 디즈니랜드 등, 

한국에는 없는 테마파크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친구와 할로윈에 하라주쿠에 가거나, 

노래방에서 프리타임으로 놀거나, 불꽃축제에 가거나, 요네즈켄시의 라이브에 가거나, 밴드의 라

이브에 가거나, 일본에서 밖에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재밌었다. 

이와 같이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일본문화와 일본어만이 아니라, 직접 일본문화

를 체험해 보거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와 교류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서, 나에게 있

어, 이 1년은 잊을 수 없는 1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