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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일본어 잘 하는 

사람이야 한국에 널리고 널렸잖아, 게다가 요즘은 중국어가 훨씬 전망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

였지요.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적어도 4년, 어쩌면 그 이상의 긴 세월을 공부할 학

문을 선택하는 일이자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였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저

는 일본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어떻게 하면 전공을 살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늘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일본어학과를 선택하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선택에 후

회는 없습니다. 일본어라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뒤로는 ‘일본어 전공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

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학과 활동도, 각종 대회도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했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었지요. 

 유학도 그런 도전 중 하나였지만, 솔직히 처음엔 그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부터 유학은 정말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유학을 준비하려니 

앞이 막막했고, 유학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서 재학중인 대학은 외국어대학인 만큼 유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많고 분야도 다양했

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곳인지라 

제가 오차대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차대에 합격하게 되고, 실제로 유학이 결정되고부터는 ‘내가 

정말 가도 되는 걸까?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기에 온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있었

습니다. 되돌아보면, 여기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분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

다. 제가 곤란해하고 있으면 늘 먼저 무슨 일 있냐고 관심을 가져주던 친구들, 늘 다정하게 

지켜봐 주시던 교수님들… 그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불안을 오차대로 유학 오길 잘 했

다는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젠 ‘그 땐 뭐가 그렇게 걱정이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4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알찬 유학 생활이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과 일본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테마를 가지고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유학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라 느껴져 그

만큼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지만 한국에 돌아간 

뒤에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 흥미를 가지게 된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제가 대학

에 들어갈 무렵 들었던 말들을 멋지게 넘어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당히 외치고 

싶습니다. ‘저, 해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