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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초등학생 때부터 언젠간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막연한 바람이 중고등학생때 유학이라는 소원으로 굳어지고,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이번 해로 저는 1년간의 유학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허니문 기간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주 조용하고 느긋하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달랐

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야 느껴졌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이 다양한 

인간관계 장면에서 느꼈던 배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타인이 자신을 위해 써주는 신경은 눈치 채기가 

어렵고 눈치 챈다 하더라도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작

은 카페에서도 식전에 커피를 대접할지 식후에 대접할지를 물어보는, 그런 일본 특유의 

배려를 한국에 돌아가서도 잊고 싶지 않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세심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경험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유학생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

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유학이 아닌 형태로의 타지에서의 홀로 서기에는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쿄에 와 느낀 온정과 받은 도움에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소망과 이상에 비해 

적극성과 용기가 부족한 저이고, 지금도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이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과 소극성에서 벗

어나, 이번 1년 동안의 생활을 떠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것에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화과자 집이 생긴 것, 가까운 곳에서 한류를 접하며 자

국의 이미지에 대해 고찰하게 된 것, 빙수를 먹으며 동네 사람들로 부대끼는 마츠리를 

본 것, 좋아하는 밴드가 생겨 열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게 된 것, 기숙사 친구들

과 나베 요리를 먹으며 코타츠 안에서 새해를 맞이한 것 등등. 한순간 한순간이 인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유학이 학문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었음은 당연



한 얘기이지만, 그런 활자적인 공부보다 사람과의 풍부한 연결고리를 느낀 것이 저에게

는 더욱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그리고 오오

야마였기에 가능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지만 앞으로 유학할 많

은 학생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친구들, 주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이 글을 마칩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