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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조휘주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1년동안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조휘주라고 합니다. 원래 2020년 4월에 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2년 

4월에 일본에 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휴학과 지난 학기에는 일본어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일본어를 2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학생 대상 수업만 들으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저와 같은 유학생들만 듣는 수업이지만 일본어 사정 연습 

4A는 일본인과 함께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미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들은 모든 수업이 도움이 되었지만 저는 이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인 학생이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알기 쉬운 예를 들면서 퀄리티 높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오차대 학생들은 사회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신의 생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회문제에 무지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번 학기 유학생 대상 수업만 듣고 있어서 일본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그래서 도쿄대학교 골프 인카레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대, 오차대, 성심여자대학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차대는 물론 다른 

대학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요미우리랜드라는 유원지에 가서 

탈출게임을 하기도 하고 바베큐파티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놀러도 다녔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유카타를 입고 배를 



타러 가거나 합숙하러 갈 예정입니다. 일본인 친구와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교관이신 사카모토 선생님, 처음 연구실에 방문했을 때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시고 수업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국제과 오노씨, 입국 수속이나 

제가 일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리인분 기숙사 생활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들은 수업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