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차대에서의 5개월간의 유학생활

은수정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저는 2016년 10월부터 오차대에서 교환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습

니다만, 일본의 문화에 흥미가 있고, 또, 일본에서 수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학 분야에서 이름 높은 오차대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오차대에서의 유학생활을 돌아보면서, 수업이랑 생활 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수업

저는 전공과목3코마(수업 개수), 유학생과목 5코마, 교양과목 1코마, 홈룸(유학생 지도)1코마, 

전부 10코마를 수강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의 JLPT 레벨은 2급으로,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

본어가 부담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학생 과목에서 못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

다.

한국에서 일본어를 공부했을 때는 구어(하나시코토바)보다, 문장어(카키코토바)를 공부했기 때

문에, 친구와 이야기할 때, 구어로 잘 말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어 연습 II

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작문수업에서는 메일이랑, 의견문 등의 기본적

인 지식, 매너 등을 공부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강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상담실에서 첨삭을 받는 것도 가능해, 일본어 공

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차대는 학생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유학생의 수업은 소인원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러므로, 같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학생 개개인의 참가가 중

요해서, 발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능하고, 교수님이 주의 깊게 지도해 주기 때문에, 양질

의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 통학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통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므로, 전차통학을 했습니다. 기숙사부터 학

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오오야마역(大山駅) 토부토죠선(東

武東上線)을 타고, 이케부쿠로(池袋)에 갑니다. 그리고 마루노우

치선(丸の内線)에서 환승해서 묘가다니역(茗荷谷駅)까지 갑니다. 

일본의 교통비가 높다고 하는 말을 예전부터 들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유학생은 통학정기권을 사는 것이 가능해, 생각보다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

숙사가 있는 오오야마는 상점이 늘어서 있는, 살기 좋은 곳이고, 환승역인 이케부쿠로는 번화

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저는 먹는 것을 가리는 편이 아닙니다만, 가끔 한국의 맛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신오-쿠

보(新大久保)에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식당도 있고, 한국의 식재를 살 수 

있는 슈퍼도 있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오차대의 유학생은 입학 3개월 후부터 아르바이트

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기에는 기말시험의 기간에 들어가 버렸기 때

문에,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학생활과 똑같이, 유학생활은 완전히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행동하면 할수록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유학생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