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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오기 전 4학년이었던 저는 취업준비와 교환학생에 두 갈래

에서 꽤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일본 유학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도쿄에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었고 도쿄에서의 생활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

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일본대학으로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일본에서의 대

학생활을 상상해보며 나도 일본에서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교환학생을 선택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가고 싶

었던 곳에 갈 수 있는 기쁨, 같은 장소지만 처음으로 해보는 일본 대학생활에의 설렘, 

또 잘 해 낼 수 있는지 걱정과 함께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4학년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을 일본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일본에 도착하였고, 짧은 기간의 유학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

든 것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일본어 향상을 위해 

공부를 했다면, 이번 오차대에서는 학부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일본어를 활용

하여 새로운 학문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학생수업을 통해 부족한 일본어를 보충

하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사정 수업을 통해 일본어발표 및 토론을 해보며 자연스럽

게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일 인턴쉽에 참가하여 그룹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 연습한 토론과 발표연습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었습니

다. 방금 말했듯 일본에서의 취업도 생각을 하고 있어 유학생을 위한 취업설명회, 자기 

소개서 쓰기 등 유학생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선

생님으로부터 인턴쉽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실제 기업설명회에 참가여 인턴쉽 

면접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차대에는 일본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할 활동들이 많습니다, 티 활동, 

학원제등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만난 인연으로 일본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운이 좋게 학원제 그랑프리에 초대를 받아 호텔파티에 참가하여 다양한 대학의 학원제 

모습을 보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차대에서 많은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 했던 만큼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한 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학부수업 비교 젠더론 시간에서 다룬 위안부 문제, 그리고 최근에 

참가하게 된 국제 포럼에서도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상 궁금했었던 일본

인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한국 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어있지만 

일본에서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여태껏 풀어오지 

못한 양국간의 민감한 문제들이 조금씩 풀어져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나 

또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에 오가면

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좀더 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될 수 있었

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과 일본어라는 언어로 많은 나라의 친구들

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들과 소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과 추억들과 내가 더 단단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

고 덕분에 더욱 자신 있게 삶을 마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