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기 동안의 비대면 유학생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미란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장기교환학생(1 년)으로 선발되어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수업을 듣게 된 지도 벌써 1 학기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1 학기 동안 제가 경험한 

유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9 년 2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2020 년 1 학기부터 1 년간 유학을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 년 말부터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해 유학이 1 년 연기되었고, 2021 년도 1 학기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 년 3 월 일본 내의 감염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저는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1 학기의 유학을 끝마쳤습니다. 

유학이 결정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수강신청입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부의 수업은 들을 수 없었고, 유학생 수업 중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HR’을 포함해 최소 8 개의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에, 

총 8 개의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수업은 ‘zoom’이라는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학생 수업은 중국, 터키,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소규모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과제는 서로 연락처를 공유해 zoom 으로 회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유학생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수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은 ‘일본어사정연습 5A’와 

‘일본어연습 3A’ 수업입니다. 먼저, ‘일본어사정연습 5A’수업은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대학생과 유학생 그리고 부산외대의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는 원격 수업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저는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며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한일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도 더 공부하여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연습 3A’수업은 

학생들이 각자 인터뷰를 해서 

소책자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인터뷰 대상부터 소책자의 

디자인이나 발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는 

수업이었기에 매우 보람찬 

수업이었습니다. 완성된 

소책자는 각자 소지할 수 

있으므로 유학이 끝난 뒤 하나의 

뜻깊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번 1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많은 교수님과 유학생,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제 시야도 더 넓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일본에서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교관인 모리야마 교수님, 일본에서 직접 뵈지는 못했으나 매달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기와라 교수님과 마츠다 교수님, 

교환학생인 저를 보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주신 

코우 교수님과 니시자카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