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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배우면서 항상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

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오챠노미즈 여자대학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

니다. 일본에 오기 전, 막연하게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는 달리, 일

본에 오니 여러가지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문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솔

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학교 수업을 들으며 일본어 실력을 쌓고, 새로운 친구

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이러한 문제들에 전보다 자신감을 갖고 부딪힐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한 학기가 끝나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유학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일본의 동아리 활

동이 궁금하기도 하고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먼저 말도 걸어주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어보며 다

가와주는 친구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일본

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와서 또 좋았던 점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본인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여

서 좋았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공부해서 만나고 교류한다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일본어를 공부해온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어를 더 공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환학생 전에도 일본에 여행으로 자주 왔었지만, 직접 살면서 느끼는 일본은 또 달랐

습니다. 실제로 일본 안에서 느낀 문화와 삶의 방식은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국이 아닌 곳에서 다른 언어로 생활해 본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국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지만 스스

로의 힘으로, 때로는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내면적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동안 얻은 

것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챠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자신에

게 있어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