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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전하다

2018년 여름방학 때 한국장학재단의 단기연수 프로

그램인 ‘파란 사다리’를 통해 베트남에 위치한 VNUK 

대학교에 다녀왔다. 한 달 동안이지만 해외경험이 얼마

나 나의 생각을 넓고 깊게 확장해주는지를 느낄 수 있

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발판으로 더 많은 해외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마음을 먹

었고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해외프로그램을 찾아보던 중 2019-1학기 AIMS 공

고를 보았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지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넉넉한 국비지원금

과 본교 장학금이 제일 고민거리였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했고 비누스 대학교는 파란사다리 

지원 대학 중 하나였던 만큼 본교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 지원서와 유학계

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영어 인터뷰를 보았다. 베트남

에서의 영어 회화 경험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면접관인 

원어민 교수님과도 무리 없이 인터뷰를 잘 진행하였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이후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토익 공부와 시험을 

쳤고 본교의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인 ESC를 활

용해 공강 시간마다 찾아가 원어민 교수님들과 회화를 

하며 회화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겨울 방학에 진행

된 오리엔테이션 3일 동안 영어 발표 방법, 한국문화 소

윤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업시간에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 디저트들 바하사 클래스의 선생님과 학생들

개 연습, 직전에 AIMS에 참여했던 학생과의 만남을 통

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  또 비

자발급, 보험 가입, 예방주사 등 교환학생 파견 전 준비

해야 할 사항들을 실행하며 나는 AIMS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준비를 했다.

2. 학교 수업과 기숙사 동아리를 통해 쌓은 다

양한 교육 경험

비누스대학교에서 나는 Hotel management 전

공의 Indonesian Cuisine, Kitchen Operation, 

Pastry and Cake decoration 수업을 들었다. 특히 

Indonesian Cuisine은 나시고랭, 사테, 른당과 같

은 인도네시아 음식들을 만들어보고 식재료들을 경험

할 수 있어서 퓨전음식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인도네

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의 퓨전 음식에 대해 아이디어

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기말고사에서는 실제로 

Nasi goreng kuning을 조리해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

아 손님에게 파는 형식으로 진행돼 조리부터 판매까지

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너무 뜻깊었다. 

Kitchen operation 수업은 같은 시간의 Service 수업

과 연계해 우리가 조리하고 플레이팅 후 Service 수강 

학생들에게 주면 그 학생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

식으로 실제 호텔에서의 조리와 서비스부서로 전해주

는 과정까지를 체득할 수 있었다. 또 Pastry and Cake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친구들과 얘기하며 배우는 것

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바하사를 배울 수 있어서 평소에 

배운 것들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유용했다. 코리

안 클래스에서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주 1회로 한국어

를 가르쳤다. 한글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한국

에 방문했을 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 회화, 관광

지와 한국음식 등을 소개 하였고 집중도를 위해 학습게

임 플랫폼인 Kahoot을 이용해 수업내용을 활용한 한

국어 퀴즈를 내서 우승자에게는 한국 관련 제품을 주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숙사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으로서 바하사를 배우

고 선생님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서로의 언

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코

리안 클래스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관심이 있어 한식

재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건강한식원정대 활

동을 했었던 나에게 또 한 번 한국문화를 알릴 좋은 기

회가 되었고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최우수상

Apa kabar? Nama saya ji yeong!
decoration 수업에서는 버터크림 케이크, 진저브레드 

하우스 등을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통 디저트 수업이다. 바나나잎과 바나나

를 이용해 만드는 Mata Roda는 단순히 바나나를 먹는 

것이 아닌 쪄서 디저트 재료로 활용한다는 것이 신선했

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 활용법이 더욱더 

풍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학교 수업들로 실습을 중요시하는 학교임을 알 수 

있었고 실습을 통해 실제로 조리해보고 판매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한 식경험을 확장하고 음식문화

를 체득할 수 있었다.

정규수업 외로는 비누스 대학교의 기숙사는 동아리

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나는 그 중 Bahasa class와 

Korean class에 참여하였다. 바하사 클래스에서는 주 

1회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어 숫자, 상황

별 인도네시아어 가르치고 디저트인 Cendol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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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붓 원숭이 덕에 받을 수 있었던 2등 상

비누스대 국제처 직원분은 교환학생들에게 학기 말

쯤에 인스타그램에 비누스 관련 해시태그를 한 사진만 

콘테스트를 해서 상품을 준다고 알려 주셨다. 나는 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꼭 우승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스타

그램에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를 꼬박꼬박 달았다. 학기

의 마지막을 알리는 페어웰 디너 때 사진 콘테스트 시

상을 하였고 2등 상을 받게 되었다. 내 사진이 화면이 

뜨자마자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다 폭소를 하였는데 그 

사진은 내가 발리 우붓 여행 중 방문했던 몽키 포레스

트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곳의 직원분이 멋진 사진을 

찍어 주겠다며 간식을 핸드폰 위에 얹어 원숭이가 직

접 핸드폰을 들고 나와 함께 찍은 듯이 촬영된 사진이

었다. 나도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웃기고 직원분

의 사진 솜씨로 뜻깊게 남을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너

무 좋았던 경험이었다. 결국 상을 받았다는 기쁨과 이 

사진으로 상을 받을 줄 몰라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시

상을 하였다. 2등 상으로 300,000루피아, 약 24,000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프랑스 친구가 어떻게 저런 사

진을 찍었냐고 질문하였고 다른 친구들도 콘테스트 사

진 중 가장 웃기고 독특했다며 칭찬을 해주었다. 열심

히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던 노력에 보상을 받은 듯해

서 너무 기뻤고 상금까지 받게 되어 상금으로 친구들과 

페어웰 뒤풀이까지 할 수 있었다. 교환학생 시절 중 사

진 콘테스트에서 2등을 한 것은 나의 인생에서 잊지 못

할 경험이 되었다. 

4. AIMS를 통해 얻은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폭

넓은 지식

나는 AIMS 파견 교환학생 학기 동안 많은 동남아국

가를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배우자는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보고르, 발리, 반둥, 천개의 섬과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태국을 다녀왔다. 4개국을 여행하며 가깝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던 동남아 국가의 문화가 국가마

다 전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그리고 각국의 음식과 종교 등과 같은 문화들을 체

험하며 더 빠르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가로로 긴 형태로 여러 섬이 모여 이

루어진 나라기 때문에 각 술탄이 지역을 통치해 왔었는

데 그 특성으로 각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개

성들이 너무나도 달랐다. 족자카르타는 많이 알려지고 

오래된 사원들이 많아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느낌

을 받았고 발리는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관광지인 만

큼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었으며 발리만의 자유로움

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이슬람교가 주를 이

루는 인도네시아지만 발리는 힌두교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해 길거리에 꽃과 간식을 놔두는 힌두 문화와 발

리 누사 페니다에서는 힌두교 문화인 퍼레이드와 제사

를 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용광로라는 별명답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사원 모두를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작지만 인공적으로 매우 발전시킨 나라 같

다고 생각하였고 쇼핑부터 놀이공원, 바다까지 집약적

으로 관광을 할 수 있었다.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방문한 국가 중 나라의 개성이 가장 강했던 나

라였다. 거리마다 있는 왕의 사진으로 왕실의 장악력을 

느꼈고 음식도 입에 너무 잘 맞아서 태국 음식이 전 세

계적으로 유명한지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교환학생 학기 동안의 동남아 국가 여행을 통해 동

남아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인 종교문화에서도 호기심

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정말 다른 

음식문화를 통해서 각국 음식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다

양한 식재료, 조리법을 경험하고 이후 이 경험을 통해 

퓨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인 폭넓은 식경험을 가

질 수 있었다. 

5. AIMS,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라 

AIMS 교환학생 후 나는 주변인들에게 AIMS 프로그

램 홍보를 하며 지원을 권장하는 자칭 AIMS 홍보대사

가 되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여행보다 AIMS 프로그

램이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실제로 파견국가에 대한 

문화에 녹아들어 깊이 이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2등상을 받게 된 사진 사진콘테스트 시상식

2019-1학기 비누스 교환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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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내가 지원을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

는 친구의 말에 나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3학년 때부터 

단기 어학 연수을 시작으로 교환학생까지 다녀왔다고 

얘기하며 친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내가 친구들

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도전해보고 후회하라’라는 말

이 있다. 내가 어떠한 일에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말이 

나에게 항상 용기를 주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 도전 후에는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 많은 것들

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이 말을 친구들에게 

해주며 친구들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싶다.

내가 AIMS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도 많은 사람의 도

움이 있었던 것 같다. 가기 전 교환학생 준비 과정을 도

와주신 국제처 선생님들과 가족, 친구들의 응원이 있

었고 현지 학교에서도 적응을 도와준 인도네시아 친

구들이 있어서 즐겁게 교환학생 생활을 끝마칠 수 있

었다. 이후 나도 남을 도와야 하겠다는 마음을 더 다질 

수 있었고 다음 기수 교환학생들을 위해 블로그를 통해 

AIMS 프로그램 소개와 교환학생 학기의 추억들을 블

로그에 기록해 두었다. 블로그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심

을 두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분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며 작게 도와드리고 있

다.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여러 국가에 대한 지식과 경

험들이 나만의 강점이 되었고 친구들에게는 동남아 전

문가가 되었다. 이 강점을 활용해 사회 환원적인 일을 

하고 싶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끊

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할 것이다.

2019-1학기 비누스 교환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Indeed, I don’t have enough words to describe 

the whole spectrum of feelings, emotions, and 

thoughts that this student exchange experience has 

brought for me. I can say that it’s one of the most 

impressive and unforgettable experiences in my life. 

I’m so grateful to the AIMS Program for letting this 

priceless experience happened.  

AIMS Program generously not only provide a 

scholarship (which is really important), but also 

provides us the chance to enrich our business 

and cultural experience in South Korea. For the 

scholarship, they make sure our basic needs are 

fulfilled, which are dormitory and meals, and 

moreover gave us a reimbursement for major books. 

The activities they planned were very thoughtful. I 

applied for AIMS program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 Spring Semester 2019, after the 

selection process, it turned out that I was the only 

Indonesian exchange student in that university. That 

fact scared me for a while, knowing that I need extra 

effort to adapt alone. But then all my bad thought 

disappeared as it become an advantage instead. It 

allows me to freely befriend as many new friends as 

I can. 

Rifdah Azzura Fasya  |  University·of·Indonesia(전남대학교·초청학생)

This exchange program offers a lot of things to 

learn. But one of the most meaningful lessons that 

can explicitly be seen is how it broadens my world 

view because I got to learn about other people’s 

culture and knowing that we all don’t live the same 

way I do in my home country Indonesia.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hings. I divide 

the source of those experience in three parts:

1. Educational Experiences

South Korea is well-known with their good 

education that  we can expect experiencing the high 

quality and globally respecte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ves my expectation right. 

During my study, I enrolled in three class, which 

fortunately each of them offers three different kinds 

of class. The first class, I considered as a small yet 

has the widest multicultural environment class. 

The students are less than 20 but we came from 

eight country in one class; Indonesia, Vietnam, 

Uzbekistan, Germany, Russian, Ethiopia, Korean, 

and Krygyzstan. The class name is Communication 

Strategi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I love how 

almost every session, we always share and tell 

최우수상

Student Exchange Experience: Broadening 

One’s View Through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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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about our own culture then we can fi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st them. It literally 

feels like I learned something new every day. Just for 

an example, I still remember one mind-blowing fact 

I got on the first day of class. My friend from Ethiopia 

said that Ethiopian calendar has 13 months: 12 

months of 30 days and a short month of 5 or 6 days. 

By that, they celebrate new year on September 11th. 

Isn’t it interesting?

For the second class, I take Children’s Literature,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with my major in my 

home university. I think this is one of the advantages 

we can get from being an exchange student: enroll 

in whatever class you’re  interested in even if it’s not 

in line with your major, and let me tell you that it is a 

very cool opportunity! This class consists of a larger 

scale of students (almost 40) with mostly Koreans. 

I was super happy that in this class, I could look 

deeper to the book that I used to read when I was a 

kid. If I only read it as an entertainment when I was a 

kid, now reading it as a literature material is indeed a 

whole new level! We have  to read one children’s book 

every week and make a review of it. I think it’s one 

of the most fun college task I’ve ever got. The next 

thing is our professor usually shares the interesting 

idea from our review task and asks those people to 

explain it to the class. It’s always good to know other 

people’s perspective, moreover I sometimes also 

can find out that different background (in this case 

nationality) give an impact how you think about the 

story/book. 

2. International Dormitory

When knowing there are two options of dorm I 

could choose; studio with 2 people and apartment 

with 6 people, I, without doubt, immediately choose 

apartment with 6 people. The reason behind it, 

is simply because I want to meet and befriend as 

many new people as I can. Of course there are little 

concerns like, what if  I  meet dormmates that will 

not get along with me, especially, it’s not only one or 

two people I need to deal with, but five! 

My dormmates come from three different 

countries, so including me, we have four 

nationalities in one dorm; Indonesian, Taiwanese, 

Malaysian, and Korean. I didn’t dare to have a high 

expectation on our  relationship, like if it’s going to 

be really close or strong, if six of us can get along 

well, I thought it will be enough for me. But then 

it turned out, what I experienced was way beyond 

what I’ve ever imagined!  

At first, it’s kind of hard to speak with the Korean 

dormmates since they were a bit shy or confused 

to speak in English and we, the foreigners, also 

failed while trying to communicate with our broken 

Korean language. So,  we mainly use our body 

language which is really funny, make us laughing, 

and in the end  cut off the awkwardness among us 

and instead strengthens and warms our relationship. 

We started to make and share many memories 

together; from ramyeon and movie nights, food 

delivery nights (thanks to our Korean dormmates, 

I tried my first ccamppong which later became my 

favorite Korean food!), threw birthday surprise to 

one of our dormmates, clean our dorm together, 

exchanging language, to have deep conversation 

and basically just everything that happened in 

our dorm. By that, dormitory has been the most 

comfortable place during my stay in Korea.

Living with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 and 

culture, especially with them, makes me realize that 

language is not a barrier to build a good friendship. 

And we managed to overcome the differences with 

being considerate and open minded. 

3. AIMS Activities

AIMS allow us the recipient, to go on amazing 

industry sites and Korean culture trips, coffee 

hour, and Korean language study. For CNU AIMS 

there are 28 students from Malaysia, Vietnam, and 

me, Indonesia.  We’re always together during the 

activities that we build a strong relationship. First, 

we went to Asia Culture Center and 5.18 Memorial 

Park to deepen our knowledge on the event of 

Gwangju Upraising. I feel like kind of understand 

since Indonesian also had experience similar 

events on May 1997. I feel that we have the similar 

democracy spirit. Next we tried to cook bibimbap at 

J.S Cuisines. It was really cool that in Indonesia I only 

eat it on a Korean restaurant but then I cook it at 

the food’s origin country. That moment was also the 
Food delivery night and birthday surprise with the lovely dorm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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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ime I knew the story behind the food as well as 

the meaning of the colors that form the food. After 

that, AIMS student also got to enter KIA’s factory 

and KEPCO’s office, which are two of the largest 

companies in Korea. Such an opportunity that not 

every student can get! 

Another cool activity is coffee hour, where we 

were divided into several teams to share our culture. 

Since I’m the only Indonesian, I joined one Malaysian 

team. We shared about the birth and marriage 

ceremonies in our country. It was exciting since the 

audience from different country also shared their 

own culture. 

Next, Korean language study turned out had 

given me more than language knowledge, but also 

a friendship with the classmates. The teacher always 

has many ways to keep us active and communicate 

with others so it lead to a fun learning environment 

and we built a good relationship among the students 

as well as the teacher. My friend from other class 

even told me that she wished to be in my class, 

seeing our class has a good relationship. On the 

teacher’s day, the students in my class threw a party 

for the teacher. We bought a cake, drinks, and some 

snacks then ate those together. 

Looking back at some of  the happy and wonderful 

experiences I’ve told above, it doesn’t mean I didn’t 

go through some challenging situations. I like to 

think of it as a challenging situation rather than 

hard or bad situation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ings is to living in korea, especially that I am a 

moslem, is that it is  a muslim-minority country. As 

a muslim, we need to pray 5 times a day and we 

can’t eat ham and meat that is not slaughtered with 

Islamic ways. In my country, we can find particular 

prayer room everywhere, but not in Korea. That’s 

why I need to manage my time well and find place 

to pray. What made me really touched was, all my 

friends there, were really understanding with my 

situations. At first, most of the non-muslim friends 

only know a little about Islam and never knew about 

our prayers. But after I told them, they understand 

and moreover being really considerate. Every time 

we go out somewhere, they will consider my prayer 

time. 

The same thing goes with the limited meal I can 

eat. Whenever we choose a restaurant, my friend will 

first search whether there will be a food that I can 

eat, like seafood or vegetables. I’m also very thankful 

with the meal plan that CNU’s dorm cafeteria offer. 

They are really being considerate with us by always 

providing the vegetarian food for moslem and other 

vegetarians for every meal time. I think it’s really 

amazing how they even care to provide a special 

food just for us. There was one day that I had a heart-

warming act from one of the chef in the cafeteria. 

That day, me and my friend took the food as usual, 

but it turned out there was meat in the soup, so we 

put them back right away. The ahjussi that saw it, 

asked us why then we told him that we don’t eat 

meat. Knowing that fact, the ahjussi immediately 

went back to the kitchen, cooked another soup with 

no meat, then directly give that warm soup to us. I 

was so moved by that act and I swear the soup tastes 

more delicious than before. 

All those things that I experienced help me 

enrich my knowledge about multicultural society.  It 

also proves and makes me believe that an exchange 

student’s experienc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ways to promote human beings. By knowing each 

other’s culture both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people can be more understanding and respectful. 

Because we know the culture directly from the 

person who’s experiencing it, not by media that 

sometime give us wrong facts. With this, we can help 

end the world conflicts that are caused by prejudice 

or stigma, and hopefully achieve world peace. 

For someone who’s able to have this life-changing 

experience at such a young age is nothing short of 

miracle. This program has made me realize that I can 

do so much more than I ever thought was possible.  

I have grown and my perspective has changed in 

ways I never would have imagined. Now I came 

to know that a much bigger world exists.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I have also heard my father keep 

saying that I looked more confident, cheerful, and 

passionate than before. I am happy that I had the 

chance to do this program and I am grateful for the 

AIMS program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o 

let this wonderful adventure happened as it is now 

the part of my life and these emotions and memories 

will forever be in my heart and mind. Confidently, I 

can say that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had 

help turned me into a better person which I believe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before I can 

make my surroundings much better.

A life long friendship with various people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that I will cherish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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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안녕 태국, 안녕 한국
대구가톨릭대학교 윤하경

"인류학도, 아세안을 향한 꿈을 꾸다"
전남대학교·안유진

나의 첫 교환학생,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보다.
경상대학교·박지영

졸업 미루고 필리핀 다녀오겠습니다.
경상대학교·김예린

무제
University·of·Malaya·(전남대학교·초청학생)·Farah Aisha Binti Bah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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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을 미루고 필리핀으로 떠난다고? 

 농학과에서 전공을 공부하며 농업분야의 뜨거운 감

자는 기후변화라고 생각했다. 농작물 생산과 밀접한 연

관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1학년때부터 매년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 

육종이나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해외 연구소, 대학교를 

탐방하였다. 그러다 문득 이런 단기적인 탐방이 아니라 

진짜 아열대 지역에서 작물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탐방을 마치면서 아열대 기후

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생리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육종

과 기술을 개발하기 앞서 조사 되어야 하는 아열대 기

후에서 잘 살아남는 작물들의 특징, 원리를 현장에서 

배우고 싶었다. 4학년 1학기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

은 늦바람이 들어버린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다. 해외

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램만 가지고 있었으니

까. 그래서 급하게 찾아봤지만, ○1학점이수 가능. ○2

아열대 기후가 존재하는 지역. ○3수학비용이 지원되

거나 월급지급. 내가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은 KOPIA 연수생으로 파견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

러던 중 AIMS 지원자를 선발한다는 공고문을 읽게 되

었다.

AIMS 2019년 하반기 선발계획서를 읽었을 때 이게 

김예린  |  경상대학교

정말 내가 원하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생활비가 지원되며 무엇보다 기후변

화로 인한 국내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학생을 양성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3학년까지 지원 가능하니 학부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라고 선발계획서와 함께 전송된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

다. ‘난 4학년이니까 지원할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기에 선발계획

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선발계획서에 학년제한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 본교에

서 1학기를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만 있었다. ‘그래 졸

업은 늦어도 된다. 대학교 한 학기 더 다녀보자.’라는 생

각으로 지원서를 접수했다. 접수 이후 4학년이라는 점

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1차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

2차는 면접이었는데, 내가 면접관이라면 4학년이 

졸업을 앞둔 마당에 지원한 계기나 이후 졸업을 못하고 

1학기를 더 이수해야 하는 점이 궁금할 것 같았다. 그래

서 해당질문을 위주로 준비했다. 그리고 면접 당일, 3대 

3 면접을 보게 되었다. 교수님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질

문하셨는데, 같이 면접장에 들어간 친구들 중 첫 번째 

자리에 앉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대답했다. 사실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나지 않

을 만큼 머리 속이 새하얘졌다.

우수상

졸업 미루고 필리핀 다녀오겠습니다.

AIMS를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KOPIA 

연수생도 지원했었다. KOPIA 1차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도착 후 대기하고 있었는데, 

떨리는 건지 설렘인지 가슴이 두근거려 뭔가 좋은 일

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면접에 들어가기 30분

전 학교번호로 전화가 왔다. 합격이라고. 이날 KOPIA 

면접장에서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띌 수 있었고, 그

렇게 나는 졸업을 미루고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다.

2. 졸업을 미룰 만큼 가치가 있었어? 

주위 친구들에게 필리핀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는 얘

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왜 사서 고생해?” “졸업을 미

루고 다녀와서 한 학기 더 다닌다고?” “필리핀? 위험한 

곳 아니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솔직히 나도 

걱정이 많았다. 내 기억 속에 로스바뇨스는 한국사 시

간에 사진으로만 보던 60, 70년대 풍경과 비슷했기 때

문이다. 건물들이 부서진 잔해 속에 아이들이 뛰어 놀

고, 몇몇 집은 허물어져 가는 것이 보였다. 이때의 경

험을 바탕으로 나도 필리핀은 위험하고, 많이 낙후된 

곳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교 시설도 낙

후되어 있고, 진행되는 수업도 한국에서 듣는 것 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

보 같고, 현재의 내 필리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선

입견이다.

처음 내가 수강 신청한 시간표를 받았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 1교시가 아침 7시 수업이라니. 더 놀라운 것

은 2학점 짜리 수업인데 하루에 몰아서 두 시간으로 끝

내는 것이 아닌 이틀에 걸쳐서 한 시간씩 수업을 들어

야 했다. 또, 수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정규 시험이 달마

다 한 번씩, 한 학기에 총 네 번 있고 학업성취도를 달성

하지 못하면 종강 후 따로 시험을 쳐야 한다. 또, 매 수

업시간마다 쪽지시험을 본다. 과제도 매 수업 시간마다 

내 주신다. 물론, 조별과제도 있었다. 수업계획서를 읽

으면서 아니 이 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힘든걸 

아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또, 페이스북 그룹이

나, 구글 클래스를 통해 수업 단체 대화창을 만들고, 그

곳에 교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과제나 우리가 읽어야 

하는 글을 올리셨다. 

실험수업의 경우, 시설이 낙후 되어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대신 한국처럼 실험을 여러 이유를 들며 건너

뛰지 않는다. 더욱 열정적으로 모든 실험을 절차대로 

한다. TTC용액을 이용하여 종자 활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물에 불린 종자 250개를 처리하면서 손가락 10개

가 다 물에 불어 쭈글쭈글 해졌다. 필리핀 대학은 내 생

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수업 진행 방식 또한 짧은 수업시간 안에 하는 것

이 많아서 한국처럼 교수님의 일방적인 수업일 줄 알았

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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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질문을 던지면 너도나도 의견을 말한다. 처음에

는 수업계획서의 수업태도 점수가 꽤 높아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대답을 열심히 하는 건가?’는 생각을 했었

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하

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필리핀 대학교

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여러 단체가 있고, 학생들

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한다. 그리고 각자 

단상에 올라서서 자신의 의견을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

는데 거리낌이 없다. 신기했다. 그리고 필리핀 학생들

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내가 감히 우습게 볼 친구들

이 아니었다.

 또, 여러 수업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과제

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께서 2인 1조로 

각자의 주제에 관해 PPT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셨다. 

우리 조의 주제는 ‘씨앗의 이용·발효, -약효’ 였다. 나는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PPT 분량을 반으로 나눠 각자 만

든 후 합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우리 주제에 관해 깊

은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씨앗의 발효에 대한 발표를, 

친구는 씨앗의 약효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다. 우리 조

가 발표를 마친 이후 교수님께서 함께 주제에 관해 토

론해 보았냐고 물어보셨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

에 아니라고 대답을 드렸다. 그러자 같은 주제를 가지

고 둘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문점을 가지는 것

이 진정한 함께 과제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리고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과제를 끝내버리고 싶지만 

충분히 생각하고 주제와 관련된 것을 이것 저것 건드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수업이 기억에 남

은 이유는 이렇게 말해주신 교수님이 나에겐 처음이었

기 때문이다. 또, 지금 내 상황 같았다. 대학교의 최종

목표는 전공지식을 습득하여 졸업장을 받는 것이다. 하

지만 나는 조금 둘러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덕에 필리

핀을 보는 견해가 바뀌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제 누군가 졸업을 미루고 필리핀을 간 것이 가치가 있

냐고 물으면 나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쩌면 마지막인 AIMS 4학년이..

2020년 AIMS 상반기 선발계획서에는 지원가능 학

기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가 본교 AIMS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4학년 지원자가 되

는 것이다. 3년 넘게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 많은 프로

그램에 참여해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

해본 경험으로 AIMS는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라고 말

하고 싶다. 

본인이 학습의 의지만 있다면, 정말 좋은 배움의 장

소가 될 수 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 한번도 전공을 영어로 접해본 적이 없어

서, 수업을 녹음 후 받아쓰기를 한다. 처음부터 다시 공

부하는 기분이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

럽게 교수님의 수업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뻤

다. 그만큼 영어실력도 자연스레 늘었다는 것이다. 전

공을 공부하러 왔는데 영어공부가 덤이라니! 또, 다양

한 농업환경 중 아열대 기후의 농업환경을 실제로 보

고 코코넛, 파파야, 망고스틴 등 미래 한국에서도 재

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작물들의 생리를 배울 수 

있다. 이곳에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열대과일들

이 정말 많다.

돈 주고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여러 국가에서 교환

학생을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다른 교환학생들도 이곳이 낯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친해지게 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있다. 서로 언어

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문화도 가르쳐 줄 수 있다. 나 같

은 경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룸

메이트에게 눈을 설명해줬다. 라오스에서 온 내 룸메이

트는 매콤한 망고샐러드를 먹어 본적이 없는 나에게 음

식을 만들어 준 적도 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AIMS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뿐

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가져보길 바란다.

2019 하반기 필리핀 국립대학교 교환학생들과 버디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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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동기 및 지원 절차

‘너의 대학생활의 로망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전 망

설임 없이 이 세가지를 말하곤 했습니다. 연애하기와 

해외여행, 그리고 교환학생. 그 중에서도 꼭 하고 싶었

던 것은 대학생때만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자라고 대학도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로 진

학하게 되어 저에게는 환경적으로 너무 익숙하고 쳇바

퀴 도는 똑같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더 더욱 외국생활

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타 학

과 교수님께서 AIMS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

하신 것을 듣고, AIMS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

보고, 과연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내가 외국에서 살아볼 수 있

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무조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어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수능을 끝내고 바로 TOEIC 공부를 해

서 점수를 얻어 놓은 것 덕분에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

이 없었습니다. 신청서를 지원하고 시험기간인 와중에 

면접이 있어 바쁘게 준비해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

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 도중 전화

가 와서 받아보니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면서

도 신기하고 나도 이제 교환학생이 되었다 라는 것에 

설렘도 있었던 반면 혼자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적응을 

박지영  |  경상대학교

잘 할 수 있을지의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의 인도네시아의 생활의 시작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교육경험

 제가 재학중인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에서는 

시간표를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일

괄적으로 AIMS 교환학생들에게 따로 시간표를 만들어 

다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좋은 점은 수업을 다같이 움

직이기 때문에 과제나, 시간 변동이 있을 시 서로 알려

주어 수업이 빠지거나 과제를 잊는 등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불편한 점은 각자 학과에 맞는 

전공을 듣지 못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연관이 없다

는 점입니다. 제가 받은 시간표는 대체적으로 농학과와 

관련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산림환경자원학과인 저로

서는 전공과 관련 없는 수업으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

다. 그러나 다른 과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새로운 기

회이고 경험해 보지 못할 새로운 내용의 수업을 접해본

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업은 이론수

업과 실습수업으로 나뉘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교육경

험은 Basic Ecology 실습 수업입니다. Basic Ecology 

실습시간때는 실험실에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론 

수업을 한 뒤, 그 주제에 맞는 실험을 저희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가지 주제 중 기억에 남

았던 주제는 첫번째 주제였던 ‘Allelopathy in Crop’

우수상

나의 첫 교환학생,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보다.
입니다. Allelopathy는 타감 작용으로 식물에서 일정

한 화학물질이 생성되어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

장을 저해하는 작용으로 때로는 촉진하는 작용도 포함

하는 작용입니다. 타감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

희는 준비된 쌀과 옥수수, 땅콩에 allelopath 추출물

을 매일 뿌려 발아와 뿌리길이, 줄기길이를 작성하여 

그 이후의 성장에 대해 관찰했습니다. 실험 방법을 자

세히 말하자면, 페트리 접시에 물에 젖은 여과지를 넣

은 후 그 위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10개씩 4묶음으로 

총 12개의 페트리 접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clove와 

토마토, marigold를 갈아서 만들어 낸 allelopath 추

출물을 분무기에 따로 담아 작물이 들어가 있는 페트리 

접시에 각각 물, clove, 토마토, marigold 추출물을 뿌

려주어 그 이후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추출물

을 뿌리러 실험실에 올 때마다 싹이 터서 줄기가 나오

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리는 추

출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들을 보니 더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아

직 실험수업을 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실험활동들이 더 

인상깊었던 것 같습니다.

allelopath추출물 재료 추출물 만드는 과정

marigold추출물 뿌리는 과정

관찰 1주차

관찰 2주차

대체적으로 marigold 추출물과 물을 뿌린 페트리접시의 작물들은 눈에 띄게 많

은 성장을 보인 반면에, clove 추출물을 뿌린 페트리접시의 작물들은 관찰 1주

차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성장이 더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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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피소드

첫번째 에피소드는 인도네시아 관광지 중 가장 유명

한 보로부두르 사원에 간 내용입니다. 보로부두르 사원

은 불교적인 세계관과 철학을 조화롭게 표현한 유적지

로 돌로 만든 불교 건축물 가운데 단일 건축물로는 최

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래쪽은 동서남북이 똑

같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맨 아래 단에서 5단

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전체 8단 중 아래쪽 5단은 사각형 모양

이고 위쪽 3단은 원 모양입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 보

로부두르 사원에 다녀온 한국인의 영상 몇 개를 찾아보

았는데,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이 한국인만 

봐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함께 찍으려고 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후기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에

이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상황을 만들었나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로부두르 사운에 도착해 젤 꼭

대기에 다다르니 아니나 다를까 현지 사람들이 같이 온 

교환학생 언니, 오빠들과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

꼬레아~?” 라고 물어보아 “Yes!” 라고 대답하니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았던 것이 정말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지만, 나중에는 저

희가 움직이는 곳마다 현지인들이 따라다녀 너무 부담

이 되었습니다. 이순간 연예인이 어떤 느낌일 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자마다 대학교 현지 친구들의 이

야기를 들어보니 인도네시아인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함께 사진

을 찍자고 할 정도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타지

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타지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일들이 생기니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에피소드는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추석에 대

한 내용입니다. 항상 한국에서 추석을 보내다가 처음으

로 타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인도네

시아 족자카르타에는 한국인들이 꽤 모여 사는데, 사업

이나 공부 등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인

분들이 함께 한인회를 만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이나 기념일 등을 챙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내

면서 알게 된 한국인 여행사 사장님과 인연이 되어 한

인회를 소개해주신 덕분에 교환학생을 함께 온 언니, 

오빠들과 저도 한인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학교 수업을 듣거나 거리를 돌아다닐 때, 현지인

들이나 일본인들은 많이 봤지만 한번도 한국인은 본 적

이 없어 아쉬웠었는데, 한인회 행사를 오니 한국인들

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인회 추석 행사

는 처음에는 어린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준비해 둔 푸

짐한 한식을 먹고 마지막은 추첨으로 상품을 주는 순서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인회 행사를 참여할 때 문 앞

에서 추첨권을 주었는데, 저는 한번도 추첨에 당첨된 

적이 없어서 기대 없이 한식을 마음껏 먹을 생각만 하

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드디어 추첨 시간

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빠들도 별 기대 없이 앉아있

었고, 주변 사람들 속에서 한 명 한 명씩 추첨자가 나왔

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이 온 언니가 당첨되어 후라이

팬을 경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품에 관계없이 부러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다음 경품 추첨을 기다리는데, 이

번에는 오빠가 당첨되어 이불세트를 받은 것입니다! 같

이 온 4명 중 2명이 당첨되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

는 찰나, 제 옆에 있는 언니도 당첨이 되어 건강벨트를 

경품으로 탄 것입니다! 설마 나까지 당첨되겠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까지 경품에 당첨되

고 만 것입니다!! 무려 가장 비싼 최신 선풍기로! 이 상

황이 믿기지 않아 저희들은 서로를 보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신기하다~”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

다. 타지에서 처음 보내는 명절인데, 경품까지 다 받아

오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잊을 수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모여 사는 한국인 가족분

들이 서로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것이 너무 보기 좋

았고, 한인회 덕분에 명절을 명절 답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처음 교환학생 공고를 보았을 때, ‘나도 한번 지원

해 볼까?’, ‘에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전조차 

안 해본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든 결

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

해 보는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부합

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정말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환학

생 프로그램은 자비로 타지에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지

만, AIMS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한달에 70만원씩 매

달 지원해주어 재정적으로 부담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귀

한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

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되어도 주변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다소 따분

하고 지루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과 경험을 원하시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저는 강력히 추

천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불

편한 점들과 이해할 수 없는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습

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특성상 화를 잘 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따지거나 배상을 받으려는 태도

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 도착한 지 3주정도 되었을 때 학교 기숙사 안에서 운

영하는 세탁소에 핑크색 신발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3일 이후에 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지불했지만, 예정된 

날에 찾으러 갔더니 세탁소 전기가 나가게 되어 어쩔 

수 없다고 사과없이 통보식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고 얘기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참고 기다렸습

니다. 하지만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보니 

핑크색이었던 신발에 녹물 같은 자국이 남아져 있고, 

색이 변색이 되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신발 

상태가 원래 좋지 않은 것이니 신발을 다른 색으로 염

색해주겠다고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러 너무 어이가 없어 가자마다 대학교 측 

버디들이 도와주었는데, 버디들이 해주는 말로는 인도

네시아는 물건에 조금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생겨도 딱

히 신경을 안 쓰고, 한국에서는 손님이 왕인 느낌이지

만 여기서는 그렇진 않다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 달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자라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

황을 넘어갔습니다. 또한 약속시간이 잡히면 그 시간에 

딱 모이는 상황이 드뭅니다. 초반에는 이런 사소한 인

도네시아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나

고 힘이 드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곳에서 계속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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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니 조금씩 적응이 되고 무뎌져서 시간이 지나고는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라오던 환경

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들

도 있지만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 교환학생에서 가장 

큰 이점은 그 나라의 관광지나 자연경관을 보고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로 교환학생을 와

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화산 등의 자연경관과 이색

적인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인

생에서 여행이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의 목적인 영어공부와 다

른 학문을 더 깊이 공부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광을 하는 것도 인

생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나라에 가

서 교환학생을 하게 되든, 공부도 열심히 하되 틈틈이 

그 나라만의 이색적인 문화들을 접해 보시고 세상을 살

아갈 때의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혀 지기를 바랍니다. 

5. 인도네시아의 자연 경관과 관광지

<Merapi Volcano>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으로,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이색적인 
자연경관입니다.

<Prambanan Temple>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힌두교 사원으로, 사원 벽면의 조각
들의 정교함이 놀라운 곳입니다.

<Borobudur Temple>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사원으로, 장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로 많은 관
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

<Hutan Pinus Pengger>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사진 찍기 유명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Taman Sari>
과거의 왕비나 후궁들이 사용하던 넓은 목욕장으로, ‘물의 왕궁’이라고도 불
리는 곳입니다.

<Kawah Putih>
10세기의 화산폭발로 생긴 호수로, 유황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물 색이 에
메랄드 빛깔이며 반둥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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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상반기 Campus Asia - AIMS 

파견 국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16학번 윤하경

입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5개월 동

안 태국 푸켓의 위치한 송클라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부담되고 시

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좋은 기

회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나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저의 수기

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프로그램 지원 동기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가끔 수업하다

가 언지 해주었던 프로그램이고 가볼까 하였지만, 막상 

가서 혼자 1학기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외로움이

라는 큰 부담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친

구들에게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해보았는데, 친구들 역

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신청 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면접에 참

여하였습니다, 면접 후에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불합

격이 되어도 영어면접을 연습했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같이 지원한 친구들까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파견을 준비를 시

작하였습니다. 

윤하경  |  대구가톨릭대학교

2. 프르그램 지원 시 계획했던 목표

저는 호텔경영학과가 주 전공이고 관광경영 전공이 

복수전공입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여행상, 항공사 등 

다양한 관광계열에서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관광경

영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학교 역시 호텔

경영전공 보다는 관광경영 전공 관련 수업이 더 많았습

니다. 그래서 우리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랑 최

대한 겹치지 않게 수업을 듣고 현지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학점16학점을 듣고 나중에 똑같이 8학점씩 

나눠서 각각 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기로 계획했습니

다. 그리고 영어 회화 스킬 과 영어 독해 능력을 늘리는 

것이 저의 큰 목표였습니다. 토익 점수만 봐도 독해파

트 점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현지학교에서 

수업 자료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고 해석하고를 

반복하면서 독해 능력을 늘리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교

를 와보니 교양수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교수님과 같

이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

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함으로써 물론 처음부터 유

창하게 하는 것은 무리지만 많이 버벅거려도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점차 유창하게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3. 프로그램 준비 과정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수상

안녕 태국, 안녕 한국
첫 번째로는 비자 발급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

기 위해선 비자 발급이 필수인데, 비자 발급에 필요한 

12개의 서류준비와 비자를 발급받으러 서울에 있는 태

국대사관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학기 중에 

진행하려고 하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돼서 공강일을 

이용해 대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회

화 연습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ESC 수업을 

활용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원어민 교수님과 자

유로운 주제로 토론 하는 수업인데 수강하는 인원도 

적고 다른 수업보다 원어민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

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익입니다. 토익 점수 70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처

음으로 시험을 봤을 때 600점 초반 점수대였지만 점수

를 올리고자 전공 공부에 토익 공부를 겸하여 같이 공

부하여 600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현지에서 우

리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현지 친구들과 저번학기에 

갔다 온 우리학교 학생들과 함께 스키캠프에 참여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정말 궁금했던 사소한 질문들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

는 정보보다도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

서도 12월26-28일 동안 사전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태

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배우고 문화나 주의해야 할 

점, 짧은 태국 회화도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 하나가 서로의 문화교류인데 현지에서 문화를 교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물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비

자와 비행기표 준비와 3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태국으로 가기 전 짐을 싸고, 화장품

이나 개인물품의 여유분도 준비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가진 뒤 2019년 1월 1일에 태국 푸켓 으로 친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4. 학교와의 첫 만남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학

교에 도착해서 우리가 지낼 곳을 처음으로 봤을 때 너

무 좋았습니다. 관광계열 전공을 배우는 현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호텔에서 수행하는 업무들

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학교 소유의 호텔이라서 외

관상으로도 내부모습도 다 좋았습니다. 저 포함 친구 3

명이였늗데 방을 마주보며 1인실과 2일실을 배정받았

는데, 싱글배드 2개가 있는 2인실은 가격이 60만원이

여서 30만원씩 친구와 나눠서 냈고, 더블 침대가 1개 

있는 1인실 가격은 40만원 이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

업을 들으러 가는 건물인 Faculty of Hospitality and 

Tourism 건물이랑도 이어져 있어 수업 들으러 가는 길

이 금방이었습니다. 숙소(호텔)의 이름은 PSU LODGE 

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하우스 키핑 직원이 오셔서 청

소도 해주시고 물도 12병씩 주시고, 수건도 바꿔주십

니다. PSU LODGE 건물 앞에는 PSU LODGE이용객

들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도 있는데 저는 수업 끝나고 

자전거 타고 학교를 몇 바퀴를 돌곤 했습니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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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티와 수강신청

1월3일부터 4일간 학교에서 OT를 진행하였는데 첫

날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의 만남을 가

졌습니다. OT기간동안 학교 건물 이곳 저곳을 투어하

고, 비자 연장과 거주지 변경 신청 등 현지에 있으면서 

내가 꼭 지켜야 하고 주의할 점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날을 수강신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수강신청 하는 거

와 마찬가지로 시간표 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공 수업이 3학점 수업이고 일주일에 2번 1시

간 반씩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여기는 4학점에 일

주일에 1번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수

강신청 한 과목은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ntemporary issue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dvanced English for Business, Research Methods 

for Hospitality and Tourism으로 총 4과목을 신청하

였습니다.

3번째날은 교복 구매와 푸켓시티 투어를 진행하였

는데 교복 상의도 기능성이 전혀 없는 셔츠랑 치마와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내가 기존

에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교복이랑은 디자인도 다르고, 

특히나 더운 지운 지역인데 기능성도 없어서 학기 초에

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교복이 반팔인데 에어컨이 

가동된 강의실에서 3시간을 보내야 해서 가디건을 입

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5. 수업 방식

1월 7일부터 개강을 하였는데 OT주에는 한국수업

처럼 시험과 과제 관련 설명과 수업을 짧게 시작하고 

그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 하였는데 수

업 초기에는 한 수업을 3시간씩 쉬지 않고 들어서 적응

이 어려워서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번 수업

을 듣다 보니 수업 중간에 모르는 영어단어를 검색하면

서 교수님 수업을 따라가다 보니 금방 3시간이 지나갔

습니다. 수업방식은 토론도 가끔 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주어서 수업에 배운걸 활용해서 과제로 제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출석이 전체성적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출석점수가 아예 없다 보니 그럼 수업을 안가도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태국 현지 친구들도 우리도 

영어가 제 2 외국어다 보니 한번 수업을 놓치면 그 다음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집중이 안되고 한 수업당 

1개의 CHAPTER 씩 진도를 나가서 혼자 자습을 한다

고 해도 많은 양이라 출석점수가 없다 하여도 결석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업은 내가 4개의 전공수

업을 들어도 책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하나도 없었고 교

수님이 PSU 강의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 올려주신 피피

티 자료를 인쇄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 수업 내용

Advanced English for Business 수업에서는 실제

로 회사를 다닐 때 지켜야 할 예의와 영문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을 배우고 과제로는 영어 면접실시와 

큰 규모의 회의를 자기 회사에 유치 할 수 있도록 홍보 

발표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수업이 실제로 시간이 지

나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장 재미있었

고 인상 깊었던 수업 이였습니다. Human resources 

management수업에서는 제가 경영관리 부서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고 조별과제로 우리가 직접 

관광계열 회사를 설립할 때 준비하는 과정(임금책정, 

부서 업무 설정 등) 레포트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Contemporary issue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수업에서는 CSR, 환경 경영 등 관광계열의 현대적 이

슈에 대해서 배우고 과제로는 한 기업을 설정 하여 기

업 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Research Methods for Hospitality and Tourism수

업은 특히나 나에게 어려웠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이

유는 관광관련 통계자료를 가지고 엑셀프로그램을 이

용해서 변환하는 수업을 배웠는데 엑셀프로그램은 한

글로 배울 때도 어려웠는데 영어로 배우니까 따라가

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로 표 해석을 영어

로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또 풀고를 반복해서 패턴을 익히면서 공부

를 하였습니다. 

수업 모습

수강 신청

2인실 침대

교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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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배드민턴과 탁구를 운동 삼아 하곤 했습니다. 이 시

설은 우리학교에도 있었으면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물

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학생요금에 2배가까이 

내고 이용 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일정금액 지불하면 

빌려주기도 합니다.

10. 교환학생 생활 중 아쉬웠던 점

매달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30만원과 매월 말마다 

학교에서 주는 지원비 70으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물

가가 저렴한 태국에서 쓰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 할 수

도 있지만 여기서 30만원을 기숙사비로 냅니다. 식비

는 확실히 한국보다 적게 들지만 바다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그랩이

라는 택시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 돈을 많이 지출 하게 돼서 항상 매월 말이 되면 

돈이 부족했습니다. 지원비가 매월 말마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기간에 맞게 들어 온 적이 거의 없어서 용돈 예

산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간에 가시

는 분들에게는 일정금액 이상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

을 추천 드립니다.

11. 현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점 (의식

주 위주)

 밥은 학교 주변 식당을 찾아서 먹었는데 주로 볶음

밥을 먹었고,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학식으로 태국식 

라면과 오므라이스를 먹었습니다. 라면과 볶음밥을 제

외하고는 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싱겁기도 하고 향신료 맛도 강해서 입맛에 

맞는 음식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계

수업 중 토론

성 캠페인 봉사 활동기업 소개 발표

7.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중 봉사활동도 참여하였는데 고아원가

서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와 함께 같이 놀아주고, 안전

한 성관계 위해서 콘돔 캠폐인 행사 나라에서 각 학교

마다 무료 콘돔을 제공해주는데 콤돔을 포장하는 봉사

활동도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봉사 활동이라서 신기 하면서도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열심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 

태국 현지 친구들과 버디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저는 25

살의 언니 한 명이 저의 버디로 되었습니다. 라인으로 

사소한 질문도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언니

랑 학교 주변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하

며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8. 문화 교류 

학교 내에서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버디

의 초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버디 친구들과 함께 이야

기를 하던 중 한국 문화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가 푸켓을 올 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몇 개 가지고 왔으니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반응이 긍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을 제외

하고 PSU LODGE 로비 안에서 버디 친구 이름인 예사

로 한국어 이름도 만들어주고 태극기 바람개비도 만들

어 주었습니다.

9. 학교 부대 시설 이용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전공 학생전용 체육

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 할 수 있는 체육시

설로 학생이 우리나라 돈으로 인당1000원-3000원을 

내면 테니스, 탁구, 헬스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교복입은 나의 모습

학교 부대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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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항상 여름이라서 그런지 노출된 옷들이 대분분이

고 난해한 옷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학교로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에게는 옷을 많이 챙겨

올 것을 추천 드립니다.

12. 마무리

저는 특히나 4학년 1학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신

청을 해서 갔다 와서 취업준비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

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번 아

니면 제가 학교에서 돈을 지원 받으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다짐 하였습니다. 또 저는 

운이 좋게도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었고 문제

가 생기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영어뿐

이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했는데 저의 파견 전 목표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늘리기 와 시험공부와 수업 때 해석과 읽기를 반복함으

로써 독해 능력을 늘리는 목표는 이룬 것 같아서 뿌듯

한 교환학생 생활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OT 첫날

에는 우리 빼고는 다 서양인 친구들이고 우리보다 신체

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훨씬 우월하고 우리 나이대가 

거의 막내라서 긴장도 되고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많

이 보여 준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

이 지날 수록 교수님과 친구들이 말하는 속도에 적응하

여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저도 알맞은 단어를 이

용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뿐만 아

니라 주말이면 친구둘과 함께 해수욕장 가서 물놀이도 

하고 쇼핑몰에 놀러 가 쇼핑도 해서 단순히 공부만 한 

지루한 교환학생 생활이 아닌 휴양지에서 즐겁게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닌 학생 겸 여행하는20대의 학

생의 생활이었습니다.

13. 교환 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

은 말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러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를 참여를 희망할 것입니다. 저처럼 

어학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도 있고 다른 목표로는 해외

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

생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라도 내가 가서 

태국식 볶음밥 태국식 라면

꼭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생

각보다 어려운 수업내용 때문에 이해 못하는 자신의 대

한 무능력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의사

소통이 안되기 시작하면 여기 왜왔지 후회하고 소중한 

나의 5개월 또는 1년을 아무 의미 없이 해외에서 낭비

하게 됩니다. 또 저처럼 운이 좋게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갈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일 가까운 내 편인 

부모님마저도 비행기 타고 5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지원받고 학기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용 면에서도 학업적으로도 이익이라 생각해

서 해봐야지 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비용과 학업

을 떠나서 내가 가서 잘 적응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자신이 있는지 고민 또 고민해보고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할지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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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물 안 개구리,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

다.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저희 할머니 댁에는 아직 마

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마을 분

들 모두 ‘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따금 이 샘가에 앉

아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내가 “우물 안 개구리인가?”, 

문화인류학도로서 3년간 다양한 문화권에서 연구를 하

던 인류학자, 역사, 연구법에 대해 공부했으나, 정작 저

는 타 문화권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조차 없었던 것이

지요. 국내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학과 정기답사를 통해 

팀 연구를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평소 관심이 있던 말레이시

아에서 인류학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참여관찰’을 통

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장기간 해당 사회

에 대해 참여하고 관찰하며 자신이 조사하고자 하는 바

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

류학자인 000는 좋은 인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를 수행할 현지 언어를 연습하고 이를 유창히 해야 한

다고 했습니다. 평소 동남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이 많았

던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교수님과 전

공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

지만, 현지 언어에 그 나라의 문화 전반이 녹아있다는 

안유진  |  전남대학교

생각을 바탕으로, 6개월 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초회

화를 학습하였습니다. 

2. “먼저 한 번 가볼까?”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도, 타국에서 사는 것에 대

한 불안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는 

교환학생을 신청하기 전, 여름방학을 이용해 제가 잘 

살 수 있을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현지를 경험하기로 했

습니다. 이에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던 학

과 동기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와 페낭, 말라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7일 간 말레이시

아 3개 도시를 여행하며 그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고, 다양한 인종이 살기에 그 발음도 다양

한 스타일이 있으며, 이슬람 사원, 절, 힌두교 사원을 찾

아가보는 것은 또 다양한 종교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

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곳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6개월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6개월 간 공부한 말레이시아어를 실

제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과 감사인사 정도였지만, 외국인이 관광객이 현지어를 

쓰는 것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

험 덕분에, 교환학생에 가서도 현지어 과목을 수강하

고, 평소 생활에서 사용해보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우수상

＂인류학도, 아세안을 향한 꿈을 꾸다＂
있었습니다. 이에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기대는 더 커

지고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문화권을 가고자 하거나, 현지가 어떤지 몰라서 불안해

서 교환학생을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여행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

다. 짧게 머무른다 해도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기에 교환학생을 가셨을 때는 약간의 익

숙함 까지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세상을 누비다”

제 교환학생 생활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세가지만 꼽

는다면, ‘춤, 문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째로 꼽은 ‘춤’은 교환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에

게 많은 기회와 추억을 선사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춤을 잘 추지도 못하고, 주목을 받는 것을 무서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의 말레이시아 전통문화에 대

한 관심이 저의 주목 공포증을 이겨버렸습니다. 

먼저, 제가 파견을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말라야대학의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때의 이

야기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전날, 학교에 도착한 저는 

모든 게 아직은 어색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른 

아침에 시작한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은 12시간 갸량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길다고 생각했던 이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어느새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학교 소개와 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문화 교환’이라는 프로그

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버디들이 말레이시아의 전

통 춤을 가르쳐주는 시간인 줄로만 알았으나, ‘조겟’이

라는 춤을 다 배우고나서 버디들이 학생들에게 저녁 공

연에 설 지원자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춤을 배우는 것

은 재미있었지만 처음에는, “내가 무슨 무대에 오르겠

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팀을 지원 받

을 즈음, 무대에 오르면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 의상에 정말 관

심이 많았던 저는, 바로 손을 들었버렸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

통 옷’이라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를 무대까지 올라

가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을 위

해 정해진 각자의 그룹 친구들만 알았는데, 이 때 만난 

친구들과 4시간동안 함께 ‘조겟’ 춤을 연습하고 이야기

하고, 제가 바라던 전통의상을 함께 입고 무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

며 서로의 생활에 일부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의 용

기가 나비효과가 되어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것 같

아서, 이날의 무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대가 나비효과가 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춤’이라는 

수업을 파견 전에 미리 신청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오

리엔테이션 때 배운 ‘조겟과 이낭’ 춤이 해당 수업에서 

배우는 춤이었던 것입니다. 학부에 다른 춤 수업도 많

았는데, 이렇게 같은 춤을 우연히 선택하고 다시 배우

게 되어 정말 반가웠던 기억입니다. 또 이 수업이 소속

된 학부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전

통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업 이외의 시간

에도 함께 연습했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서로의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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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감을 나눴기에 반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꼽은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제가 말

레이시아를 파견지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말레

이계, 인도계, 중국계, 이외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말레

이시아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서로 다

른 종교의 사원들이 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

다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느꼈습

니다. 이에 저는 여러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했습니다. 

모스크에서 이뤄진 결혼식, 친구의 고향에서 이뤄진 결

혼식, 라마단 금식, 명절인 하리라야 등 이었습니다. 

그 중 직접 체험해보았던 라마단 금식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라마단기간의 금식은 ‘아프거나, 

여행 중인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7세 이

상부터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물

과 음식물,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에 이 기간에는 식사를 사후르라고 하여 일출 전에 하

는 것과 일몰 후에 하는 이프타로 구분합니다. 친구들

은 어릴 때부터 12년 이상을 해왔다면서 아주 익숙하

다고 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외국인도 금식 중인 사람

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이나 음식물을 먹는 것을 조심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총 5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

다. 친구들이 1달을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 ‘인

내와 욕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던 라마단 금식은 뭔가 

엄숙한 의식일 줄 알았는데, 밤에는 독립광장 앞에 최

대 음식 야시장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는 

동시에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 등 하나의 ‘축제’라고 생

각 되었습니다. 첫 날은 이프타 2시간 전부터 학교 근처

에 서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골랐습니다. ‘아얌 쿠닛’, 

망고주스, 다양한 간식들의 냄새에 이 야시장에서 음식

을 구경하다 보니 더 배가 고파졌고, 결국 평소 먹는 양

보다 훨씬 많이 사버리게 되었습니다. 보상심리 같은 

것이 발동하여 다 먹겠다고 했지만, 수업에서 헌 교수

님께서 말씀하시길, 막상 이프타를 하게 되면 물 한 그

릇으로 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에게 주의를 주었죠. 정말 이프타를 

시작하자, 물만 찾게 되고 금방 배가 불러 음식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에 4시 반에는 일어나야 사

후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잠에 대한 욕심도 많이 버

리고자 하였습니다. 5일의 시간 동안 어렵기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6월과 함께 ‘하리라야’가 다

가왔습니다. ‘하리라야’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말레이

시아 무슬림의 최대 명절인데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페낭이 고향인 현지인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리

라야 기간에는 ‘오픈 하우스’라고 하여 가족, 친지들이 

집에 오면 음식을 내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에 페

낭과 랑카위의 현지인 친구의 가족, 친구의 집에 방문

하며 ‘하리라야’를 경험해보았습니다. 전통의복인 ‘바

주 쿠롱’과 ‘바주 믈라유’를 입고 친지의 방문하는 모

습은 한복을 입는 우리나라 명절의 모습과 비슷했고 그 

활기찬 분위기가 닮아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도착

한 친구의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 분들과 친구의 

친구 가족 분들의 모습에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너그

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환학생 생활은 6월로 끝났지만, 학기 중

에는 이웃 나라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1달정도 

같은 대학교 친구들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을 여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

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 여행은 벌써 그리운 시간이 되

었는데요. 이 세 나라를 방문하여 공통적으로 했던 것

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전통 의복 수집’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와 미얀마의 양곤은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리를 

사랑하던 말라야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는 발리에 간다

면 ‘바틱’을 사라고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가자 마자 ‘

바틱’을 구경하던 중 여성분들이 입은 ‘크바야’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시스루 블라우스 형태로, 바틱과 함

께 입는 발리의 전통의복입니다. 이에 시장에서 이 전

통의상을 사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옛 

수도인 양곤에 도착하자마자 본 풍경은 남녀노소 입고 

있는 ‘롯지’와 ‘파소’ 인데요. 이에 파고다에 가려면 어

차피 긴 옷을 입어야 하기에, 시장에 가서 여성의 전통

의 복인 롯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통의

복을 사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평상

복으로 입기에 가격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었기 때

문입니다. 이는 물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외에도 6개월간 수학하며 기억에 남는 많은 경

험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서는 제 전공과목으로, 문

화관광의 개념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이뤄지는 문

화 관광의 여러 사례를 배웠던 ‘Cultural Tourism In 

Southeast Asia’가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

의 3~5명의 학생이 한 그룹이 되어 동남아시아 내의 

관광지 한 곳을 정하여 문화관광과 관련된 주제를 설

정한 후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학과에서 해오던 

정기 답사와 같은 형태였지만 해외에서의 연구는 처음

이었기에,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구상 중이던 학과 

졸업 논문 연구에 대한 틀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계기

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세안 국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

던 덕분에 저는 지금 아세안을 향한 꿈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본교에 돌아오자 마자 제가 다녀왔던 말레이시

아 UM 친구들의 버디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

는데요. 지금은 친한 친구가 되어 여행을 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배워 온 말레이시아 어를 

조금 더 정비하여 OPI 자격증을 따고자 하고 있습니

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

아, 브루나이와 같은 언어권에서 인턴을 경험해보고 싶

기 때문입니다. 이후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 지역 전문

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가

는 것은 주저했거나 포기했다면, 저는 이런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모여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며, 이에 큰 도움을 받은 

AIMS 사업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아세안을 경험하는 징검

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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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f AIMS scholarship and 

reason for applying

AIMS stands for 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which was formerly known in 

2009, as M-I-T (Malaysia-Indonesia-Thailand) 

Student Mobility Pilot Project. I applied for AIMS 

Program because it has various advantages for 

exchange students. This program allows students 

to participate for one semester exchange with 

the partnering university they choose within 

Asia. AIMS students are required to enrol for at 

least 9 credits or 3 subjects at the host university, 

and the credits obtained can be transferred to 

their home university upon return.

AIMS scholarship covers exchange students’ 

tuition fees, program fees and provides 40,000 

Korean won per person for book purchasing 

reimbursement. Students also get dormitory and 

meal fee supported by their host university, as 

for me, CNU OI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ith these 

benefits, exchange students will not have to 

worry about their financial issues. 

Besides, it will eventually improve their focus 

Farah Aisha Binti Bahron  |  University·of·Malaya·(전남대학교·초청학생)

and performance in studies. Moreover, students 

that take part in mobility program will gain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when studying 

abroad. This is because living abroad will 

break one’s comfort zone and they learn to be 

more independent, at once, boosts their self-

confidence.

2. My extracurricular activity

The AIMS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divided to three parts, which gave importance in 

engineering, business and language fields. AIMS 

stude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have lab 

mentoring session, institute-site visits, Korean 

culture trips, free Korean classes and Coffee 

Hour program on selected dates each week. Each 

student participation was mandatory for these 

programs.

In my experience, I had a lab mentoring 

session with three different mentors, Eunkyung 

Cho, Dasom Park and Yeonjeong Lee. With 

a total of 10 lab sessions, each mentor guided 

us with chemical experiments organized at the 

Inorganic Materials Chemistry laboratory in CNU 

우수상

No Tit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lab meeting 

was decided to be every Friday at 3pm, where 

we had learnt about the step-by-step process of 

making chemical catalysts.

In this lab, three students are Malaysian and 

the other three are Vietnamese students. That 

makes us a total of six. Our lab mentors were very 

friendly since the first meeting and they warmly 

welcomed us into their chemistry lab. As some of 

us are from engineering and biology department 

student, we were not familiar with the inorganic 

chemistry. Regardless of that, our mentor 

continuously explains the mechanism until we 

could understand it.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we get to bring home some sample of catalysts 

that we had made as a souvenir. 

Another extracurricular activity organised was 

Coffee Hour program under language studying 

field. The Coffee Hour Program purpose is to 

create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ents to take part in casual discussions, while 

sharing their thoughts on different cultures of 

their home country. It was held every Monday 

from 6.30pm to 8.00pm at the Global and 

Research Hub building in CNU.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form their own 

group of 5 to 6 people and give presentation 

about cultures, language or anything related 

to their respective country. The Coffee Hour 

program helps to develop a comfortable 

environ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at have different background and nationality 

as the discussion was held informally. Students 

can join in the question and answering sessions, 

where the audience can freely ask any questions 

related to the topic and the presenters will try to 

answer it. 

Just like the name of the program suggests, 

this program gav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share thoughts and ideas openly. It also helps in 

building one’s confidence in speaking skills and 

boosts their national spirit.  This program was 

by far, my favourite because I get to know many 

different cultures from various countries.

3. AIMS program cultural trips experiences

The most exciting part of participating in a 

mobility program is going on the culture trips. 

The purpose of the trip is to learn about the 

uniqueness of a culture, the history of a place 

and understanding the local peoples’ thinking. 

On selected dates, the Exchange Programme 

Coordinator for East Asia, Ms. Byeol Jeon, will 

bring AIMS students of CNU on a trip with 

prepared meals and transportation. 

The first trip was to ACC (Asia Culture Centre) 

and 5.18 Archives in Gwangju, where a historical 

event had taken place. The objective of the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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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expose the history of Gwangju to AIMS 

students about the May 18th, 1980 event known 

as The Gwangju Massacre, where a group of 

students and Gwangju residents made protests to 

obtain democracy in Republic of Korea. Walking 

around the places with a tour guide, we learnt 

the history of the beloved city, Gwangju which is 

the sixth-largest city in South Korea.

For the second trip, we visited KIA Motors of 

Gwangju plant. It was an interesting experience 

having the opportunity to see how KIA cars are 

manufactured. There were three assembly shops 

and we looked from the PR Centre (video and 

briefing), Press Shop, Body Shop, Assembly shop 

and finally to South gate, which is at the end of 

tour. 

We also went on tour around KEPCO which 

stands fo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We listened and understands the tour guide’s 

explanation of KEPCO’s responsibilities, which 

is to supply top-quality electric power in Korea.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we gained more 

knowledge after going on these tours.

The third trip was to JS Cuisine Academy 

in Gwangju to learn on how to make Korean 

traditional food, bibimbap (mixed rice). The dish 

consists of rice, many types of seasoned vegetables 

(carrot, fern brake, shiitake mushrooms, Korean 

acorn jelly and bellflower root), fried egg and 

chilli pepper paste. These are mixed together 

before eating the dish. 

The teacher firstly shows us the steps in 

making Bibimbap in front, so that everyone 

can get the idea of how it goes. Actually, it was 

not that complicated to make Bibimbap as we 

just need to cut the vegetables into long slices, 

fry them and serve it. While this may be true, it 

can be tricky for the first-timers as it requires a 

good cutting skill. While cooking, the teachers 

walks around and give useful tips to us. After 

finished making the dish, everyone gets to eat 

the Bibimbap they had made or bring it home 

to enjoy it.

It was very fun because I got the chance 

to hands-on in making a Korean traditional 

food. More importantly, I get more knowledge 

on Bibimbap making. The fact is it contains 

many nutrition everyone needs for a healthy 

and balanced diet. I also learnt was the food is 

unique in its ways of cutting the vegetables and 

the arrangements. The various colou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h presentation. 

Another fascinating experience was the trip 

to Yeosu on June 7th, Friday. The tentative were 

Marine leisure sports (kayaking), Heungguk-

sa temple stay, Hanhwa Aqua Planet and Night 

Cruise Tours. The trip was a good advantage for 

us as we get to meet with other AIMS students 

from different universities in Korea and do the 

activities together. Arriving at the first location, 

which is the Hanhwa Aqua Planet, we waited for 

the other AIMS students.

After AIMS students from different universities 

had arrived, we began to introduce ourselves 

and they responded by introducing themselves 

too. After having conversations, our coordinator 

instructed us to gather around and take a picture 

while holding the AIMS banner. It was a good time 

to meet them and able to exchange information.

We had a good time visiting Hanhwa 

Aqua Planet of Yeosu. I was happy because it 

reminded me of my childhood when we usually 

go to places like aquariums and zoos. Next, we 

had Bibimbap for lunch at a Korean restaurant. 

It was very delicious. The next activity, which is 

kayaking, unfortunately had to be cancelled due 

to the rainy weather. It is a bit risky to go on 

because of the high wave and the strong wind. 

Therefore, we just skipped to the next part which 

is Night Cruise Tours.

On the cruise, AIMS students get to enjoy 

the night view of Yeosu ocean together with a 

mesmerizing fireworks display. It was the happiest 

moment ever for me. It also marks the end of our 

memorable trips together as AIMS students. As 

the night grows, all AIMS students had a night at 

a 3-star hotel named Hotel U-Castle. In the next 

morning, we had breakfast at the hotel before 

going to Heungguk-sa Temple. At the temple, the 

tour guide shows us the way around and invited 

us for lunch. We also experience archery and 

trying Buddhist musical instruments guided by 

the Buddhist monks. Thanks to AIMS program, 

I could gain these experiences that I might not 

have gained elsewhere. 

4. Changes in my life

After the exchange program, I get to know 

people from my university closer. Since everyone 

are from different faculties, each of us had never 

meet before. As month by month had passes, we 

get closer and we could experience the life of an 

exchange student together. 

I also get many international friends from 

Vietnam, Indonesia, Japan and many more 

countries. As a Malaysian student, I am curious 

about cultures of other country. Therefore, I 

keep sharing thoughts with my international 

friends about our differences in culture and 

language. Without realizing it, I also developed 

my self-confid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English language skills. It was very nice to get to 

know many people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This had also made me open my mind on how 

other people of a country view my country and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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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personal experience

From my personal experiences, I had learnt 

many Korean cultures that I did not know before, 

through the AIMS trips. Thanks to AIMS I can 

understand what it is really like to live in South 

Korea and blend with its people. I also think 

that Korean people are friendly and likes to 

help foreigners or international student like me. 

Wherever I go, I could find many Koreans tend to 

talk to me first. Even though, some of them may 

not be very well in speaking English, they tried 

their best to explain and make me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Besides, I think that Korean people are not shy 

to convey their thoughts or feelings. Some also 

share problems with me and my friends. I found 

it interesting and it made me more open-minded 

to share thoughts with them. It also made me feel 

comfortable, like having a family in the country. 

Many of Koreans were also kind enough to speak 

in English. This had me feeling a bit guilty as I am 

the one who came to their country, therefore I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Understanding my weakness, I feel more 

determined to improve myself in Korean 

language, so that I will be able to communicate 

well in the future. Who knows, I might be able 

to understand better of the Korean cultures and 

thinking, without having to struggle with the 

language barrier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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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Selamat pagi~ 여기는 인도네시아!
경상대학교·백예림

AIMS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유예림 활동수기
경상대학교·유예림

무제
경상대학교·전영환

Looking Back the Old Good Days with AIMS
University·of·Malaya(전남대학교·초청학생) LIM WEI YI

새로운 도전의 연속인 베트남 생활
부경대학교·박주희

A Great Experience in a Great Country
University·of·Gadjah·Mada(경상대학교·초청학생) Helmy Ragajati Zulfikar

2019 CAMPUS Asia-AIMS 말라야 대학교 파견후기
부경대학교·황태희

시작점을 찾는 이들에게·- 천사의 발걸음, 나의 한걸음
대구가톨릭대학교·이재용 

University of Malaysia to grow students not only·in study
but also in a variety of activities. 

전남대학교·김강민

첫 교환학생이자 홀로서기
숙명여자대학교·홍승표

고마워,태국
대구가톨릭대학교·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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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동기

‘대학에 가면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더 큰 비전을 꿈꿀 수 있겠

지…’ 고등학생시절부터 대학에 진학하면 입시처럼 틀

에 갇힌 공부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내가 하고싶

은 일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기대를 꿈

꿔왔다. 여러가지 경험들 가운데 특히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 하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지만 

실상 대학생이 되어보니 기대와 다르게 전공과 관련된 

교환학생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장 

눈앞에 놓인 졸업이나 취업걱정들이 나의 새로운 도전

들을 가로막았고, 갈수록 바쁘게 지내지만 내가 왜 공

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싶어 하는 지 모르는 막막함이 

나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시간에 떠밀리

듯 생활하던 때에 AIMS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막연

하게 원했던 버킷리스트였지만 지쳐 있는 나에게 변화

를 줄 수 있는 간절한 기회로 다가왔다. 다른 나라에서

의 농업공부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나의 꿈에 대해 생

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여 지원하

게 되었다. 총 지원가능 한 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

해 3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농업연구

원으로 계시는 학과선배님의 추천을 듣고, 인도네시아

에 지원하게 되었다. 간절했던 만큼 면접준비와 출국 

전 여러 준비들에 노력을 기울였고, 진행되는 과정속에

백예림  |  경상대학교

서 앞으로의 5개월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 나갔다.  

2. 교육경험

처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해 보았다. 낯선 

수업 형태인 만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하였다. 

수업 중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 확실히 처음 

배우는 내용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한 번 

익혔던 지식이라 해도 내가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전달하는 일은 새로운 공부 마냥 쉽지만은 않았

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도 지루하기 보다는 

새롭게 느껴졌다. 특히 Principles Of Ecology 수업시

간은 두 시간 내내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교수님은 WHY?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셨다. 익히 외워왔고, 당연

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 WHY라고 하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질문에 ‘

왜 그럴까?’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고, 그냥 외워

서 아는 것이 아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진

정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반적인 수업시간에

는 AIMS로 참여한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세 나라의 환

경과 실태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우리나라를 알리고, 

다른 나라들의 농업방식과 현황들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한국과 다르게 수업 전 미리 주제를 주고, 이에 대한  

draft와 essay를 제출하고, 수업시작 전 pre-test를 쳤

장려상

Selamat pagi~ 여기는 인도네시아!
다. 처음에는 배우지 않은 상태로 어떤 논문과 자료를 

공부해야 할 지 막막했지만 매주 있는 과제와 시험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Farm management수업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농업 기업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농우바이오

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오이, 수박 등 박과 작물을 육성하고, 

열대 용 품종의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한 품질

의 종자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잠

재력과 사업발전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실습시간은 대개 실험실안에서의 수업

이 많았는데, UGM에서의 실습시간은 실험실보다는 

직접 필드에 나가서 하는 수업이 많았다. 매주 목요일

마다 학교에서 20분정도 떨어진 필드에 가 수확작업과 

관수작업을 하였다. 필드 수업 초반에는 한국과는 다른 

적도의 뜨거움이 너무 힘겹게 느껴졌다. 땡볕아래에서 

3-4시간가량 잡초제거와 시비를 하면 ‘굳이 이렇게 힘

들게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다. 불평하는 나와 

달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현지 친구들을 보고 어떠

한 상황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었

다. 현지친구들은 수업이 있는 목요일 뿐만 아니라 다

른 날에도 자체적으로 필드에 가 관수작업과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의무감만 가지

고 하는 나와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현지친구의 제안

으로 수업시간 외에도 필드에 가 작업을 했는데 일주일

에 한 번 물을 주고 보살폈을 때와 달리 잡초도 많이 줄

고,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작물은 농

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물

에 대한 애정과 부지런함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값진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새로운 

배움은 꼭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배우는 소통하는 법,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참 귀중

한 시간인 것 같다.

메라피화산에서의 지프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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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피소드

교환학생의 특권 중 하나를 꼽자면 한국에서 쉽게 

보지 못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2억 7천만으

로 세계 4위, 면적은 14위로 넓은 나라로 다양한 종족

구성과 문화가 공존한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유산 또

한 많으며 운 좋게도 우리가 거주하는 족자카르타에

만 두 개의 사원이 문화유산으로 등록 되어있다.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은 물론 기

차로 왕복 16시간 떨어진 반둥지역에도 다녀왔다. 공

강이나 주말 등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의 여러 곳을 다녀본 것은 잊지 못할 추억들이다. 다양

한 곳을 다녔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메라피화산

(Merapi)’이다. 22년 인생에 활화산은 처음이었고, 지

프차를 이용해 화산 곳곳을 둘러보는 것 또한 정말 신

선했다.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경관과 액티비티

를 통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여유와 자연의 광활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에 있어

서 항상 행복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

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 한국보다는 

확실히 엄격하지 않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

분들이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거나 자

료를 주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루는 등 상식적으로 너

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건의하지 않기 때문

에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느릿느릿하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반대로 우

리가 그럴 경우 그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 어쩌

면 우리가 너무나도 빠른 생활에 익숙해져 답답함이 상

대적으로 더 크게 느꼈진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

다. 이러한 다른 문화 속에서 완벽히 이해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존중함

으로써 서로가 배울 점은 배우고, 보안할 점은 보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4.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원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바로 지원하라고 말하

고 싶다. 긴 해외 거주경험이 없었던 나는  5개월 가량

의 해외경험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다. 지원 전

에는 적응문제도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3학년인 내

가 지금 한 학기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한국

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 뒤쳐지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

가 있었다. 왜냐하면 실험실 생활에 내년 졸업논문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내려 두고 가야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

정하였다. AIMS 교환학생은 대다수가 평범하게 밟아

오는 길, 내가 밟았을 지도 모르는 그 길에서 벗어난 자

발적인 도전이었고 그래서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AIMS프로그램은 남들이 경험하

지 못한 값진 경험을 나에게 안겨줬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한국에서만 공부했었더라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로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한국과 다

른 환경에서 공부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자 영어로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기에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졸업 전에 AIMS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인 것 같다!   

AIMS 친구들과 현지버디들과의 오리엔테이션유네스코문화유산 프람바난사원 탐방 실습수업과 직접 심은 MAIZ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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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식

물의학과에 재학 중인 유예림 입니다. 현재는 AIMS 프

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대학

교의Faculty of Agriculture에 소속되어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지원동기

3학년 2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 1년뒤면 졸업

을 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끝내기

에는 아쉬웠었습니다. 휴학 없이 3년을 달려온 시점이

었기 때문에 온전히 나에 대해 집중하고, 더 많은 경험

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해외에서 6개월 동

안 거주한다는 점이 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

시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한 바 있고, 그 때에도 

해외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

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교

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AIM’S 프로그램을 신청하

였습니다. 

3.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는가

 종종 예능 방송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똑같은 

유예림  |  경상대학교

나라가 아니냐며 방송인들이 웃음을 주곤 합니다. 저 

또한 인도네시아 하면 관광지로 유명한 발리섬 밖에 알

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인도네시아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도네시아는 17,504개의 섬으로 이루어

진 세계 인구 4위의 나라입니다. 고대부터 인도네시아

는 천연물이 풍부한 나라로 목재, 석유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다른 천연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

는 저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양한 자연환경

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높은 생물다양성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적도 주변으로 위치하여 열대 기후를 띄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의 농업환경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또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국내에 바나나와 

같은 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먼저 대비

하고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4. 학교생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길에서도 열대과일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정원수로 망고가 있는 것

이 우리나라와는 아주 다릅니다. 망고, 바나나, 파파야 

등 다양한 농장이 있었지만 가장 신기했던 견학 중 하

나는 카카오농장과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카카오농장이 있고 바로 옆에 초콜릿 공장이 있었는데, 

장려상

AIMS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유예림 활동수기
농장에서는 익은 카카오를 쪼개서 과육을 빼내고 씨를 

말려서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때 건조

한 카카오를 베어 물고 입안에 퍼지던 진정한 100%카

카오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공장에서 

바로 초콜릿으로 만드는 공정을 보고 초콜릿을 맛 보았

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을 바로 먹는다는 특별함 

때문인지 더욱 달콤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실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인

도네시아와 비교한다면 한국에서 농업수업은 책으로 

이론만 공부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주 수업 

내용에 대한 예습한 것을 제출하고, 발표와 시험이 많

습니다. 직접 재배한 실험구로 결과를 도출하고 포스

터를 만들어 발표할 뿐만 아니라 농장실습이 매주 있

습니다. 직접 키우는 작물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와 닿

고, 팀원모두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표현하는 토론식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5. 지역 탐방

가자마다 대학교가 위치한 족자카르타(Jogjakarta)

는 인도네시아에서 특별자치구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왕이 존재합니다. 국제적으로 발리 다음으로 유명한 관

광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아름다운 세계문

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인 경주와 비견됩니다.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도시전체가 박물관인 느낌이 듭

니다. 학교수업이 없는 공강이나, 시험이 끝나서 생긴 

휴일에 여행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고자 했었습니다. 다

음은 제가 다녀온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로부두르 사원(그림1)은 8세기에 지어진 단일사

원으로써 세계최대의 불교사원으로, 200만개의 요철

을 넣어 쌓아 올린 건축술은 인류의 불가사의로 꼽히기

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각 층마다의 불교적 의미가 담

겨있고 사원 위로 오를수록 좁아지는 구조가 마치 피라

미드를 연상시켰습니다. 꼭대기에서 보이는 넓은 평야

지대의 경관이 예술이었습니다.

 프람바난 사원(그림2)은 힌두-자바문화의 화려함

을 엿볼 수 있는 사원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

Prambanan TempleBorobudur Temple Merapi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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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었습니다.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특성상 

지진이 잦아 사원의 구조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러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많이 복구되고 있

는 상태고 여전히 사원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메라피 화산(그림3)은 ‘불의 산’이란 뜻으로, 인도

네시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해발 2,968m의 화산

입니다. 1994년에 화산 폭발로 남서쪽 비탈에 살던 주

민 6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금

지 구역'인 화산 기슭에는 주민 7만 명이 살고 있고 관

광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화산활동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지로 유명한 발리를 여행하였습니다. 

족자카르타에 있다 발리에 가면 현지인보다 서양인들

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히잡을 쓴 여성이 많이 없고 

힌두교를 믿는 비율이 많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서양 관광객이 많은 휴양지이기 때문에 서구적으로 변

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호주인지 인도네

시아인지 헷갈릴 정도의 외국인 비율이었습니다. 

 뜨갈랄랑(그림4)은 ‘수박’이라는 논에 물을 직접 대

는 방식을 이용하는 계단식 논 입니다. 이는 2012년에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익히 보고 자랐

던 논이지만 야자수와 함께 가꾸어진 풍경이 이색적이

었습니다. 

발리에는 작은 사원을 포함해서 길 다가 사원을 쉽

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 체인점인 스타벅스(그림5)

가 사원 바로 옆에 있어 전통과 현대문명이 함께 공존

하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발리는 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인도양의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는 해안

절벽 위에 있는 사원인 울루와뚜 사원(그림6)에 다녀왔

습니다. 이 사원은 바다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원 중에

서 가장 중요한 사원의 하나입니다. 신이 곧 삶과 직결

된다고 생각하는 발리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6. 이슬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는 이슬람 비율이 87%가 된

다고 하여 걱정스러웠습니다. 뉴스로 보던 이슬람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처럼 인도네시아

에서는 히잡을 쓴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무

숄라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

해진 시간이 되면 같이 놀다가도 기도 드리러 가는 현

지친구를 보고 처음에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

었습니다. 당연하게 매일 하기에, “기도 드리고 올게

~”라고 말하며 없어지는 친구. 이처럼 무슬림들은 하

루에 5번 메카 방향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학교나 쇼

핑몰에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숄라(Musholla)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슬람의 율법을 따라 돼지고기, 술 

등의 하람 음식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 때문에 처음에

는 당황했지만, 다른 종교와는 달리 현재에 지켜야 할 

법률이 많은 무슬림들의 높은 종교의식을 깨달았습니

다. 하루의 생활 속에서 신을 모시는 그들의 모습에 감

명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많지만 이슬람만이 국교가 

아닙니다.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줍니다. 국가 지정 6개 

종교로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독교, 카톨릭, 유교

가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국민들은 이 중 하나를 무조

건 믿어야 합니다. 

7. 인도네시안 타임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몸소 느낀 점은 현지인도 인

정한 ‘인도네시안 타임’입니다. 우리나라 수업은 정각 

이후에 오면 대부분 지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은 미리 

가있는 것을 당연하게 배웁니다. 개강 후 월요일 첫 수

업이었습니다. 10분 전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공책

을 펼쳐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각이 지나서야 현지친구

들 몇 명씩 서서히 강의실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도 30분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시곤 당연한 일인 

마냥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학기의 

중간인 현재, 정각을 넘는 인도네시안 타임에 익숙해져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놀라

면서도 속 시원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We know that Indonesian is lazy.”

8. 2달간 지내며 몸소 느낀 생각들

 첫 번째로, 한류의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보로부두르 불교사원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인의 외모를 알아본 현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

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연예인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

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한국 아이돌의 근

황을 먼저 이야기하며, 아이돌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
그림5. Starbucks in Ubud      

그림4. Tegallalang Rice Terrace      

그림6. Uluwatu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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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르는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었

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워낙 일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인들과 지내며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인도 아는 단어 ‘빨리빨리’. 그들이 일 하는 속도에 답답

해 하던 내가 어느 날 문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하게만 살았던 게 아닐까?’

또 한국에서는 피해를 보면 따지던 나의 습관을 초

반에는 버리지 못 하고 현지인들에게 따지자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인들. 현지버디에

게 조언을 구하자 인도네시아인들은 주어진 상황을 받

아들인다며, 

‘Relax, it’s Indonesia~’ 라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침착 하라며 말해주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한국에서도 익히 들었던 

말인데도, 실제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서 

생활하며 겪었을 때에는 깨닫지 못 했었습니다. 내가 

살던 방식만이 무조건 옳은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살려면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방인으로서 제가 맞추지 않는다면서 현지인들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더욱이 틀릴 수도 있으니 충돌하는 점

은 인정하는 것이 외국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라

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10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제 관계 속

에서 미리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접했다는 것만으로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어를 못 

해 몸짓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지고 단골식당도 생기는 등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

활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들의 긍정적인 마음이 좋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보단 

함께 협동하는 태도와 모르는 사람이어도 만나면 반갑

게 맞이하고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 그들이 한편으

로는 부럽습니다. 제가 느낀 인도네시아의 인상을 짧은 

3박4일의 여행으로는 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며 바라본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교환학생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재미있고 행복했던 일도 많았지만 불편하

고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아플 때, 곤

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쌓였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은 저에게 도전의식과 열정을 심어주

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

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AIMS 프로그램에 대해 

어땠는지 물어본다면, 나의 세상을 넓혀준 후회하지 않

을 선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우연한 계기

“너 이번에 해외에 나가볼 생각은 없나?”

 무심코 던진 나의 실험실 교수님의 질문이었다. 때

마침 Asia-Aims 교환학생 선발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

한 권유에 의해 해외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신청

하는 것이 매우 망설였다. 평가 항목이 학교 평점, 언어 

능력 그리고 면접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좋지 못해 합격

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합격한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대화를 할까 등 이것저것 걱정이 많

았다. 그래도 한번 도전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 털어 버

리고 부딪혀 보았다. 어차피 군대를 다녀오면 토익 점

수가 만료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토익 점수가 없었던지

라 부랴부랴 모의토익으로 준비했다. 머리를 쥐어 짜

내어 자기소개서까지 가까스로 마치고 마침내 합격 소

식을 들었다.

이것은 큰 기회였다. 짧은 해외여행이 아닌 길게 해

외에서 살아 볼 수 있는 경험이다. 또한, 비교 대상 없

어 한국이라는 틀에 박혔던 나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해외로 떠난다는 기쁨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감으로 걱정 반, 설렘 반 출국 준비 마쳤

다. 이렇게 나의 베트남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었다.

2. 첫 단추가 중요!

역시 가장 힘든 날은 첫 날인 것 같다.  8월 1일 새

전영환  |  경상대학교

벽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땅을 밟아 보았지만 모든 것

이 처음인 나에게는 왠지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을 때, 사기 안당하기 위해서 노

심초사하며 영어도 안 통하는 현지 택시기사와 번역기

와 몸동작을 써가면서 거래를 했다. 새벽 2시 쯤 되어

서야 도착한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나니, 쌓였던 피곤

이 몰려왔다. 조금 허름해 보이는 숙소지만 휴식과 피

로를 녹이기 충분했다. 따뜻한 물과 함께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TV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K-Pop 이었다. 선미의 ‘사이렌’, 베트남에 오자마자 

한류 열풍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출국 전 꼭 방탄

과 블랙핑크 등의 브로마이드를 챙겨가라고 했던 친구

의 말이 떠올랐는데, 챙겼어야 했나 생각이 든다.

다음 날, 교환학생 도우미인 버디 친구를 만나 학교

에 도착할 수 있었다. 봉고차를 타고 학교 정문에 들어

섰는데 한국학생이 오는 것을 아는지 다들 손을 흔들

며 ‘안녕하세요.’ 하며 반겼다. 나도 반겼지만 그 격렬

한 환호에 걸 맞는 인사를 해주었는지는 모르겠다. 오

히려 부담스러움에 굳은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았다. 워

낙 말 수도 적고 붙임성도 없는 성격 탓도 있지만, 동양

인 특유의 작은 눈가 처진 입 꼬리 때문에 항상 무표정

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선 모두들 웃고 있어서 먼저 웃

는 연습을 해야 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부끄럽지

만 진짜로 거울보고 웃는 연습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려상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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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까지 했었다. 이렇게 베트남 생활이 시작되었다. 

3. 베트남에서의 공부란

나는 식물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는 식

물의학과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만 

학사과정에 포함 되는 줄 알았다. 더욱이 이 분야에 더 

자긍심을 가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해충 관리와 식

물병리학이 학사 과정으로 배웠던 것에 놀랐다. 그들 

또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에 대해 자세히 다

루며 식물 병을 배운다. 해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

히 공부하는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공부하지 않았을

까 반성도 든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 였던 것이다. 국

내에서 다른 농생대 학생들은 물론, 눈에 불을 켜고 공

부 하는 여기 학생도 만만치 않다. 좀 더 치열하게 공

부를 해야 한다.

교실에는 그 누구도 전공 서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두 복사본을 쓰거나 ppt 자료를 이용해서 수업한다. 

또한 실험실은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고가의 장비가 

없다. PCR 기기도 매일 같이 쓰고 하진 않고 효소도 많

이 쓰지 못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공책에 샤프 5mm와 

3mm, 3색 볼펜, 수정테이프 등 풀세트를 들고 다니고 

한국에서 공부할 땐 에어컨 아래에서 편하고 실험실까

지 지원 많이 받으면서 한다. 너무 당연한 듯 받으면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 하는 것에 다시 감사하

며 더 노력해야겠다. 배움에는 끝도 없고, 나이도 없으

며 국적도 없는 것이다.

한국 역시 대학등록금이 비싸지만, 베트남 물가만큼 

비싸지 않다. 베트남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만, 

비싼 만큼 더 치열하고 악착같이 하는 것 같다. 같은 기

숙사의 라오스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역시 더 잘 사

는 베트남에 유학 와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다. 수의사

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라오스에 작은 동물병원

을 차리고 싶다고 했다. 타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

을 정말 힘든 일이다. 그들에게 악착같이 공부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다. 왜 공부를 하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다.

4. 문화를 요리하다

 역시 문화교류하면 요리이다. 한번은 친구들을 초

대하여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가장 간단한 

김밥과 집밥하면 대표 주자인 된장찌개를 만들려고 했

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김밥에도 재료를 해외에서 

찾으려고 하니, 쉽게 찾기 어려웠다. 단무지는 마트에

서 살 수 있었지만 시금치가 아예 없어서 베트남의 시

금치 비슷하게 생긴 채소를 사용했고 햄 대신 게맛살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된장찌개를 만들려고 했으나 맵고 

짠 강한 맛을 싫어하는 베트남 친구들을 위해 조금 묽

게 된장국을 만들어 보았다. 된장은 마트에서 구했지만 

간장이 보이지 않아서 맛이 비슷한 베트남의 생선소스

를 사용하여 완성했다. 부족한 재료가 많고 만들기 힘

들었지만 완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보기에도 나름 

괜찮아 보였고 맛도 비슷하게 나와서 만족할 수 있었

다.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라면 간단한 요리를 알면 정

말 좋은 것 같다. 무엇보다 LA갈비와 삼겹살을 할 줄 알

면 인기가 짱이라고 한다.

5. 베트남 경제는 어떨까

처음에 화폐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다. 1,000원이 

2019년 기준 19,880동으로 20배를 곱하면 된다고 

하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

한, 우리는 4자릿수 단위를 사용하지만 베트남은 10K, 

100K 식으로 3자릿수 단위를 사용하여 더 헷갈린다. 

며칠 간 통화 감각이 없어서 돈을 많이 쓰기도 했다. 매

우 푸짐한 식사가 단 돈 2,000원이라니, 정말 믿기지

가 않았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이 돈은 베트남에서 한 

끼 식사로는 부담되는 가격이다. GDP를 보면 한국과 

10배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에서 한 끼 식사 2,000원 

이라는 것은 한국에선 20,000원이라는 소리다. 매일 

20,000원 되는 돈을 대학생이 소비하기는 부담이 된

다. 하노이 외각의 작은 원룸 월세가 2,700,000동이다. 

한화로 135,000원, 아르바이트로 꼬박 일했을 때 받는 

돈이 4,000,000동 (200,000원) 이라면 이 월세는 한국

에서 1,350,000원 정도로 느껴질 것이고, 베트남의 물

가는 생각보다 비쌌다. 반대로 해외투자가에게는 매우 

싼 인건비로 인해 창업하기 쉽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

률도 7% 진입을 한다고 하니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베

트남의 금리는 약 6%로 외국자본이 쉽게 들어가기 쉽

다.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더욱이 베트남에 진입 

쉽고 이 기회로 베트남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가면 미래

에 필히 도움되고 좋을 것 같다. 

6. 찾아보라, 시도하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를 

꺼리고 피하려고만 하는가,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시작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스스로를 안도하려고 하는

가. 나 역시 그렇다. 시작하기를 무서워하고 변화를 싫

어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니까.

왜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르는가? 왜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덕분에 매우 쉽게 교환학생으로 선발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

쉬울 따름이다.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교환학

생에 관한 정보가 많이 보인다. 또한, 이번 AIMS는 농

생대만 해당하므로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만 이것을 알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 12개 학과가 있지만, 

총 선발인원 10명 중 4명이 우리 학과에서 선발되었

다. 과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보통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은폐 하겠지만, 나와 내 친구는 정보를 공

유하고 같이 준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 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 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지

원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주저 없이 시작을 해보

았으면 한다. 특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잡았으면 한다. 훗날 다시 되돌아보면 해외로 나가려는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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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son for Applying AIMS Program

I applied to join AIMS Program when I was 

studying at 6th semester in my own university, 

University of Gadjah Mada. At that time, I felt 

insecure because it would not be a longtime 

before finally I had to graduate. Time ran so fast 

before I could even realize it. The problem was, 

I felt like I was not ready to graduate, because I 

never did something special during my college 

life. I had always done almost the same things 

every day and I was getting tired of it. I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I wanted to have a 

great experience, I wanted to see a new world 

that I would never forget for my entire life. Yes, 

I wanted to go abroad! I imagined about having 

experience in studying and living as a foreigner, 

making some new friends, taking some examples 

of their nice habits, and many other things.

In order to make my dream came true, I sought 

for a program that could bring me into another 

country as a university student. I was very lucky 

that there was an exchange program in which I 

was eligible to join at that time, and yes, it was 

AIMS Program. In my opinion, this program was 

Helmy Ragajati Zulfikar  |  University·of·Gadjah·Mada(경상대학교·초청학생)

perfect for me because I could go abroad not just 

to have a few days experience of studying, but for 

a whole semester instead. I was pretty sure that I 

could feel not only how to study abroad, but also 

to live there, just like what I had always wished. 

The other reason is because I want to study 

abroad for getting master degree. That’s why I 

think joining an exchange program for students 

like AIMS will be a great experience for me before 

studying abroad for as a graduate student. At that 

time, there was an option for GNU, South Korea 

as the destination for exchange. I applied for it 

because South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and 

it has 4 seasons. I was pretty sure there would 

be so many differences with my country and 

how I would study there: meaning even greater 

experience was waiting there!

2. Educational Experiences

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 took 5 

classes with a total of 11 credits. They were Crop 

Research I, Agricultural Production Economics, 

Agribusiness Management Planning, University 

Englis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장려상

A Great Experience in a Great Country
Agriculture. The earliest class started at 9 a.m. 

while the latest one started at 3 p.m. I also took a 

Korean Language class for beginner that was held 

3 times a week at night (not credited). Actually, it 

was quite different with my own faculty in UGM 

in which the earliest class started at 7 a.m., while 

the latest one started at 1 p.m and I never took 

any additional-night class for my whole life. 

However, I could get used to it and I really liked 

those classes. I could learn many things and had 

many great experiences. For example, in Crop 

Research I class, I could see some experiments 

(conducted by a professor with the help from 

some graduate students in GNU) directly on 

the field. There were two experiments at that 

time: maize and soybean. I helped the graduate 

students by harvesting the silage maize and 

counting the number of soybean peas, etc. I 

really enjoyed it. I felt like I became a part of the 

experiment and it made me so happy.

Experiences in other classes were also great. 

Another example was Agribusiness Management 

Planning in which the professor asked me and 

my friend to do a survey about Indonesian food 

in Korean perspective and made a paper from 

the result. OMG! That was amazing! I am pretty 

sure it would mean a lot for me and my mom 

will be proud of me ~haha. There were also great 

experience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It was a class that was held for AIMS 

students. Sometimes, the class was held in the 

form of a field trip to visit some places related 

to Korean agriculture. Along with my classmates, 

I had gone to research field of GNU, Agriculture 

Extension Office and Rice Processing Complex, 

and a Museum (wild ginseng) in Hamyang 

County, and also a Forestry Arboretum in Jinju. 

One of the best experience was when I could 

see many tropical plants in a tropical garden in 

Forestry Arboretum. I was so amazed because I 
Figure 1. The Research Field in Sacheon

Figure 2. Collecting ears of maiz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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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find many plants that usually could be seen 

in my hometown. Even, I could see many plants/

fern that usually were thrown away (considered as 

weed) in my hometown, but became something 

displayed in very beautiful way. I learned a thing 

from it, that everything has its own beauty, but 

not everyone could see it. 

3. Hanbok Experience: The Traditional 

Experience

On September 2nd 2019, just before Chuseok 

holiday, there was an event called Hanbok 

Experience that was held by GNU in Gajwa 

Campus. In this event, foreign students could 

experience to wear Hanbok and tasted South 

Korean traditional cuisine. During the event, 

I ate some tteok (traditional rice cake) and 

sikhye (traditional beverage made of fermented 

rice and malt). I liked them, so I ate and drink 

plenty of them. I also played Jegichagi and Tuho, 

traditional games from South Korea. Jegichagi 

was a bit similar to sepak takraw in my country, 

while Tuho was like a javelin throw but we had 

to aim a target. I really liked Tuho. It was very 

entertaining. Even I spent a bit longtime to play 

it with my friend.

4.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2019: The Best Festival!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2019 was a 

national scale festival that held from October 

1st until October 13th 2019 in Jinjuseong and 

Namgang River. It was the greatest festival I had 

ever see in my life. I could see so many lanterns in 

so many forms and they glowed very beautifully. 

It also had various event like music concert, 

waterlight, firework, hanbok experience, and 

many other things. There was also a kind of 

market that present during the night. It sold 

many ornamental things, food, beverage, even 

it provided games. This festival was opened for 

public and so many people went to this festival. 

The first time I went there was on October 1st 

in which a free pass was provided by GNU. I 

enjoyed the festival very much. Even I went to 

Figure 7. Me, while eating tteok with a happy face 
Figure 8. Me, while playing Tuho with friends

Figure 3. In Agriculture Extension

Figure 4. In Rice Processing Complex

Figure 5. Inside tropical garden

Figure 6. In Forestry Arboretum

Figure 9. Photo with the other attendants

Figure 10. Photo with friends from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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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ever be afraid of the food because there 

will be an option for food that even a minority 

can enjoy. Thanks, South Korea, thanks, AIMS!

the festival 4 or 5 times during that time. I never 

got bored by going to the festival multiple times. 

One word: wonderful!

5. No Food No Life

I had always believed that food is a part of a 

nation’s culture. I felt so happy because I could 

try many Korean foods and many of them are 

tasty. At the very first time I came to Jinju, I got 

a culture shock that was really shocking me: 

the food. It didn’t mean that I hate them, they 

were just very different with what I usually ate. 

On those days, I had many foods which tasted 

way too sour for me, especially the foods made 

of vegetables. Oh by the way, I am a muslim. It 

means that there is no way I can eat pork. I can’t 

eat beef, chicken, lamb, or any kind of meat 

either if they were not coming from the animals 

slaughtered in Islamic way (unless it is a seafood). 

I heard that South Korea was like a heaven for 

pork food lover, but the problem was, I couldn’t 

eat them due to my religion restriction.

I thought I would never meet any delicious 

food that could be eaten by me, until the day that 

I met the best food I had ever taste: odeng. My 

buddy bought me that food and I felt in love with 

that food on the first bite. Day by day, I could 

taste many other foods that were made of fish/

squid/octopus or any other animals living under 

the sea. They were extremely delicious! I am 

actually really afraid that I can’t eat them again 

once I have to go back to my own country (LOL). 

One thing that I could learn from that food-

experience was, I could still enjoy South Korean 

food even though I am a muslim. Even in GNU, 

the cafeteria will provide free fried eggs if its main 

menu is pork, in which a muslim can’t eat it. It 

means that Korean cares about the minorities 

and I was so happy because of it. Thus, for those 

who have diet restriction and want to visit South 

Figure 11. Photo with friends from UGM

Figure 13. Having dinner with friends

Figure 12. The market in festival

Figure 14. Having dinner with friend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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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한 미국드라마에는 ‘유리엘’을 포함해 

여러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각각의 

천사들은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유리

엘’이라는 배역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독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능력 때문입

니다. 그 천사는 드라마 안에서 우연을 가장한 엄청나게 

큰 결과하나를 겨우 그의 손가락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가령 극 중 주인공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 시작점

이 전혀 주인공과 접점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에

서 겨우 물건 하나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점차 어떤 행위

가 행위를 발생시키고 그 행위가 또 행위를 발생시켜 주

인공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는 큰 ‘결과’

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짧지 않은 시간의 휴학과 군대를 경험하면서 

유약하고 조금은 나태했던 지난 날들을 털어낼 수 있었

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경험했고 배웠다고 느낀 것과

는 다르게 늘 더 큰 경험을 꿈꿨고 희망했으며 때로는 동

경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을 물 위에 우아한 모습

으로 떠있는 거위와도 같은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조금은 나아진 겉모습과는 다르게 저 스스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물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물을 가르는 

거위의 발과 같이 고민하고 발버둥쳤기 때문입니다. 그

러다 우연한 기회로 접하게 된 Campus Asia-AIMS 프

로그램을 통해 비로소 저는 물 밖으로 나와 비로소 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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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발을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금은 막연

하고 허전했던 것들을 이겨내고 ‘천사의 행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의 자카르타에서의 짧지 않은 시

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장기간 체류는 고사하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가보지 않았던 제게 5개월은 낯섦과 두려움, 기대감 

그리고 신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글이 아닌 영어와 

현지어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생활

하려고 현지친구, 같이 간 영어생활권 친구들과 정말 많

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부대끼며 생활했습니다. 또 독

특한 현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여러 유적지와 

명소들을 방문하였고 그럼으로써 나름의 새로운 생각과 

시각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모든 것들을 일련

의 과정으로 본다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끔은 비

슷한 생각과 삶의 형태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온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며 공감했고, 토론했고, 싸우

기도 하였으며 화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먹하던 수업

분위기는 곧 학기를 시작하며 풀렸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때로는 과제나 공부가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가볍게 다이닝과 술 한잔을 하며 많

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나 긴 연휴에는 

가장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친구들과 인근국가 또는 관

장려상

시작점을 찾는 이들에게 - 천사의 발걸음, 나의 한걸음
광지를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한참을 사색하고 

즐겨보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업적인 분야에

서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또 다름을 느낄 수 있었

는데 대부분의 수업이 프로젝트와 교수·학생 간 활발한 

의견교류로 이루어졌으며 Field trip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보는 수업

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커진 자율성에 걸맞게 각 개

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더욱 커졌고 그렇기에 

더욱 학업에 증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건 분명 

저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습한 여름이 좋은 기억들로 남은 

건 분명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로 어느새 3번째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걱정과 신기함이 교차하던 날들은 안정을 되

찾았고 선명하게 반짝거리던 기억들은 창 밖에서 푸근히 

익어가는 단풍잎마냥 우아하게 그리고 조금은 여유 있게 

제 마음속에 침잠해있습니다. 가끔씩 용기가 필요한 순

간에, 새로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들은 매양 퍼올려져 

제게 큰 힘을 주곤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국제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

삼 다시 한번 느끼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고 새로움을 이

야기할 수 있는 많은 교내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충을 함께하고 공감하며 학

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

으며 기회가 될 때에는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국제학생

과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참여하며 통역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이라는 말로도 꾸며질 

수 있는 저의 지난 시간들이 사소했던 행위 하나로 이렇

게나 크고 거대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엔가 후배들을 위해 AIMS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하여 간단한 소감을 이야기하며 소회를 털어놓는 시

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며 한

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5년전 똑같은 교실에서 

진행되어 지금의 내가 서있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던 

어떤 선배를 바라보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그

러면서 곧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저 자리에서 일어나 

10발자국이 채 안 걸리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구나. 여기에 오기까지 나는 그저 용기를 내

면 되는 거였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용기만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습

니다. 다행히도 과거의 나는 사소하지만 이토록 큰 결과

를 불러올 줄 몰랐던 천사의 ‘행위’를 하였고 지금은 삶

에서 분명 큰 전환점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지난 

5개월간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 결과들에 대해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앞에 놓인 선택들이 무한한 기쁨과 행복

만을 가져다 주진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럼에도 우리가 시작점을 과감히 선택하고 발걸음을 시

작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어

떤 식으로든 나의 내면의 성숙과 조금 더 넓은 시각, 경

험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

리는 많은 시작점 앞에서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며 가끔

은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아니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

작점을 찾아 과감히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천사의 발

걸음이 아니 우리의 발걸음이 반드시 큰 결과로 돌아 올 

테니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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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bai-sabai 교환학생의 시작!

① 송클라 대학교에서의 삶 

다시 2년 전 태국에서 교환학생 시절을 회상하면서 

글을 쓰려고 시작하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밤

늦게 태국에 도착하여 잠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더운 

날씨에 밖에는 야자수 나무 밖에 없는 자연친화적인 

곳에 첫걸음을 하며 느꼈던 그 사바이한 냄새가 아직

도 잊혀지지 않는다.사바이란 태국어로 괜찮은,느린 이

라는 뜻으로 불리면서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는 

sabai culture이다. 나 또한 그 사바이 사바이 문화 속

으로 1년동안 천천히 동화되어버렸다. 태국에 있는 송

클라 대학교는 근처에 야자수, 여러 나무들로 덮여 있

고 근처에는 큰 개들, 개구리, 닭 등등과 함께 자연친화

적인 곳에 위치해 있다.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서 걸어 다니는 것은 너무 덥고 푸켓의 택시 값은 부르

는 게 값! 정말 비쌌기 때문에 태국친구들이 오토바이

나 차를 태워주거나 직접 오토바이를 타는 법을 배워 

타기도 하였다. 태국에서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어야 하

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은 다시 고등학

생 때로 돌아간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시험기간에는 

한국의 수능처럼 엄격하기 때문에 교복과 구두를 신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충

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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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송클라 대학교는 국제학교로 모든 수업을 영어

로 배우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배우는 수업과는 

달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영어로 수업을 배우

면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오히려 더 열심히 집중하면

서 수업을 듣곤 했다. 수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좋

아했던 수업은 fundamental thai 수업이다. 기초적인 

태국어를 배우는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배운 태국어로 

음식점에서 싫어하는 향신료를 빼고 주문하고 싶을 때 

mai patch! 라고 말할 수 있었고  “dual pricing” 외

국인들에게 이중적인 가격이 있는 태국 현지시장에서 

과일이나 음식을 살 때 간단하게 태국어로 주문을 하면

서 태국 현지인들과 같은 가격으로 음식을 구매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유용했고 언어로 인해 태국 문화에 더 

다가갈 수 있었다. 

② 나의 사랑하는 태국 친구에게 

친구란 내가 행복할 때 같이 웃음을 나눌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

한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태국에서 만났고 지금까지 

쭉 계속 영원히 친구이기를 소망한다. 태국에서 정말 

나에게 웃음을 많이 준 친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던 나의 태국친구가 있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수업에서 먼저 다가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활짝 웃어준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 플로이

장려상

고마워,태국 

한국 문화 알려주기

에 대해 소개해볼까 한다. 플로이는 현지학교에서 만난 

태국인 친구이다. 정말 순수하고 해맑으면서 한국의 아

이돌 갓세븐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이다. 외국인 친

구와는 소통을 영어로 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처럼 깊게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깨버리

게 해준 친구가 바로 플로이이다. 플로이와는 같은 수

업을 들으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천둥이 치는 밤에는 나

의   방에서 같이 자며 밤새도록 수다를 떨기도 하고 시

험 전 날 한국인 친구들이랑 공부 했던 것처럼 같이 밤

을 새가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같이 하곤 했다. 또한 플

로이는 플로이 어머니께서 직접해주신 태국음식들을 

태국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나에게 종종 주시곤 하셨다. 

플로이에게 제일 감동받았던 기억은 러이끄라통 축제 

때 나에게 해주었던 말 이다. 러이끄라통 축제는 연꽃

모양의 봉우리를 강물에 띄어 행복을 기원하는 태국 전

통 행사인데 플로이가 빌었던 소원은 “jin I want to be 

your friend forever” 이었다. 모두들 행복을 기원하는 

그 곳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슬플 때 나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아무 말 없이 포옹으로 위로해주고 내가 기쁠 때 옆에

서 같이 웃어주며 항상 내 곁에 있어준 플로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고마운 친구이다.

③ 태국에서 여행 

푸켓에서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푸켓에서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푸켓에

태국 교복을 입은 나 송클라 대학교

태국 친구 묵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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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말 황홀한 풍경들을 담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무엇부터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푸켓하면 바다

이기 때문에 바다부터 소개하고 싶다. 푸켓에서는 차로 

갈 수 있는 카론,카타,라와이,카말라,파통,라구나,마이

카오 등등 바다와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들어 갈 수 

있는 피피,라차 섬 등등이 있다. 8~11월 우기시즌에는 

바다에 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에메랄드 빛의 바다

를 볼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건기시즌에는 친구

들과 수업이 끝나면 교복을 입은 채 바다에 가서 사진

도 찍고 물놀이를 하곤 했었다. 바다를 가면 태국이라

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유럽인이 정말 많으며 한

국의 햇볕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강렬해서 바다를 

한번 갔다 오면 살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많이 타지만 5시에서 6시에 보이는 태국의 해질녘의 바

다는 너무나도 황홀해서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것 같다.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인 하늘에 뭉실뭉실 떠 있는 구름

에 사랑 하는 친구들과의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 없다. 

또한 푸켓에는 아름답고 먹거리가 잔뜩 있는 야시장이 

많다. 대표적으로 실와마켓,선데이마켓,나카마켓이 있

는데 각각 야시장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주마다 가고 

싶은 야시장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실와마켓에 가서 태

국 현지 음식 땡모반이라는 수박주스와 끄라파오 돼지

고기밥을 먹으면서 감미로운 기타소리를 듣는 것은 정

말 환상적이었다. 많은 기억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

고 기억에 남는 여행은 태국 친구 묵과 방콕에서 여행

을 했던 순간이다.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나에게 많은 

태국 친구 플로이 생일 플로이와 함께

웃음을 준 친구와 여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가면 많이 싸운다고 종종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말대로 방콕으로 2박 3일을 여행 갔던 우리는 방콕 시

내 중심지에서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였다. 

짧은 2박 3일 동안 한 번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 일로 우

리는 더 끈끈해 졌고 태국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식당

도 가고 유명한 관광 명소보다 푸켓에서 즐기기 어려운 

쇼핑을 많이 하였다. 별 특별한 여행을 한 것은 아니지

만 사랑하는 외국인친구와 첫 해외여행이라는 타이틀

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다. 여행을 끝난 후 묵은 나

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다. “Thank you for coming to 

my life” 내 인생에 네가 와줘서 고맙다는 말이었다. 태

국 친구들이 해준 말들은 나의 가슴 한 부분에 아직도 

뜨겁게 자리잡고 있다.

④ 고마워 태국 나를 성장하게 해주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태국을 그리워하고 태국에

서의 경험으로 인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 

태국을 제 2의 고향이라고 느끼는 나에게 태국에서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 기업 태국에서의 인턴

으로 지원해서 서류까지 붙었지만 몇 일 전에 면접에

서 떨어져 너무나도 아쉽고 슬펐지만 해외 취업에 관

심을 갖게 되었고 항상 도전을 무서워하던 나를 바꾸

어 준 것에 대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태국에서 

교환학생 경험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게 되었다. 지금의 나

의 취미는 태국어를 공부하고 태국 노래를 듣는 것이

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현지학교에서 FHT (faculty of 

hospitality and tourism) 전공으로 학교생활을 하면

서 태국의 호텔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태

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여 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태국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매일매일 연락하며 나의 사소한 일상까

지도 나누며 웃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너

무나도 감사하다. 한 달 전에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었

는데 여행을 가도 만날 수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

과 가끔은 태국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

나는 점을 보면 태국이 나의 제 2의 고향이 된 것이 아

프롬텝의 일몰 프롬텝의 일몰 푸켓타운에서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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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까? 라는 생각이 문뜩 든다. 2년 전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친구

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던 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

가가 미소를 띄우는 사람이 되었고, 현지에서 많은 외

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국

제처 프로그램 버디(외국인 학생의 멘토) 활동을 하며 

그 고마움을 나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또

한 전공을 살려 종합병원의 국제의료진료센터에서 외

국인 환자를 관리하는 실습을 신청하면서 나의 역량을 

기르려고 많은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너무 태국에 빠져 있

는 거 아니야? 태국에 또 가? 나도 나의 미래가 걱정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와 태국에 있는 한국회사의 면접에 떨어졌지만 계속 도전

박주희  |  부경대학교

장려상

새로운 도전의 연속인 베트남 생활

1. 지원동기

저는 고교 시절, 1년마다 진로가 바뀔 만큼 하고 싶

은 것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에 도전할 기회가 생길 때면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

려 노력하며 명확한 진로 방향을 설정하려 했습니다. 

그 중 ‘베트남 해외 봉사’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

습니다.

평소 ‘경제’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여러 관련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국제 빈곤’에

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제 빈곤에 대한 관심

은 개발도상국으로 시선을 넓혀주었습니다. 저는 늘 책

과 영상에서 접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개발도상국

에 가서 그늘에 있는 사람들,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

해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베트남 해외 봉사

는 이를 단기적으로나마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

습니다.

타일럽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와 노력 봉사를 하던 

중 아이들이 녹물을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마시

는 모습을 보며 베트남의 인프라와 위생교육이 열악하

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

가 끝난 후, 저는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며 관련 지

식을 쌓아 전문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 중 처음으로 

방문한 동남아시아 국가이자 제 꿈을 명확히 해준 베트

남을 대상으로 꼭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두었

고 학교 교양수업으로 베트남어를 수강하는 등 좀 더 

베트남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환학생은 ‘살아보는 것’이기에 현지 사람들과 어

울리고 생생한 베트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과

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대학 생활 중 교환학생

을 통해 살아보고 부딪히며 더 많은 배움을 얻고 싶었

고 국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망설임 없이 베트남으로 

지원했습니다.

2. 지원 절차 & 비자

지원서류는 공통으로 CAMPUS Asia-AIMS 교환학

생 신청서, 자기소개서, 파견학교에서의 활동계획서(수

학계획서)를 영어 혹은 현지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교

환학생에 합격하고 나서는 후에대학교에서 요구했던 

추천서, 어학성적서, 건강증명서 등 총 8개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교내에서 서류와 면접

을 통과했다고 해서 100% 합격한 것이 아니며 파견학

교에서 입학허가서가 와야 100% 합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서까지 받으면 후에대학교 측에서 학교에 

고 나의 앞일이 걱정되는 벌써 4학년이 된 23살 겁쟁

이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겨우 23살이

며 처음으로 무언가에 빠지고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었

다. 인턴으로 지원한 곳에 불합격을 했어도, 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소망하는 것을 위해 도전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 사실 자신이 바라는 일에 대해 도

전 해볼 만한 시기는 없는 것 같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도전해 보면 그게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간에 이 모

든 것은 나를 성장하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는 오늘도 도전 할 것이다.  태국 정말 고마워, 나를 성

장하게 해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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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전 결정해야 하는 것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 

등 연락이 자주 오는데, 전부 메일로 오기 때문에 원활

한 소통을 위해서는 메일함을 항상 살펴봐야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에게 관광 목적으로만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고 있기에 파견 전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강일이 다

가와도 비자 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비

자 요청 메일을 다시 보내야 했고, 그 후 10일 뒤에 비

자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체류하는 데 있

어 가장 중요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파견학교 측에서 

비자 번호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꼭 요청 메일을 보내

시길 바랍니다. 

3. 파견지역 소개

‘투안티엔후에’는 우리나라 ‘경주’와 같이 베트남 마

지막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후

에외국어대학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15분이면 후에 왕

궁에 갈 수 있을 만큼 도시 곳곳에 유적지들이 있습니

다. 베트남 중부지역에 있으며, 버스로 약 2시간을 이동

하면 관광도시인 다낭에 갈 수 있습니다.

4. 파견대학 소개

베트남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후에대학

교 또한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캠퍼스에 모든 단과대학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지역 전역에 단과대학이 분

포해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기엔 각 대학이 서로 멀

리 떨어져 있기에 파견된 단과대학의 수업과 다른 단

과대학 수업을 병행하며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후에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이 아

닙니다. 따라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 현지 학

생들이기에 본인이 어울리고자 노력만 한다면 많은 것

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이 많이 없는 만큼 교내 교환학생 제도가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대학본부 내에 담당 선

생님인 An 선생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지만, 교환학생

과 유학생을 위한 OT나, 교내 외국인 학생들의 문화 적

응과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학생단체, buddy 프로그램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교 일정, 교내 행사, 각 

강의의 정보 등을 알지 못했고, 학교 관계자분과 교수

님의 메일을 얻어가며 답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

다. 하지만 점차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보를 더 

쉽고 빨리 얻게 되기 때문에 이는 학기 초에만 해당하

는 불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수강신청

개강 전, 학교로부터 SEMESTER 1 강의목록(9과

목) 중 원하는 강의를 6개 이상 선택한 후, 우선순위

를 알려 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SEMESTER 1의 

강의목록들은 U.S in a global context, American 

literature, Vietnam-U.S relations 등 특히 미국과 관

련된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2학점이었기에 저는 

9개의 강의 모두 선택했고, 그 후 별도의 과정 없이 제

가 보낸 목록대로 수강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은 학생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

니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강했을 때 시간표를 알아보니 폐강된 강의

도 있었고, 강의 4개는 서로 시간이 겹쳤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6개의 강의만 수강 가능했습니다. 

강의목록으로 주신 파일에는 ‘강의명, 과목 코드, 학

점’ 이렇게 3가지의 정보가 전부였기 때문에 강의명만 

보고 어떤 강의일 것인지 유추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강의 시간과 요일을 알 수 없어 수강 신청은 했지만, 

시간표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6. 학과 수업

모든 교수님이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첫 수

업 시간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등 현지 

학생들과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국제학과 SEMESTER 1 강의는 전부 영어로 진행됩

니다. 하지만 강의실 내에 외국인 학생은 저와 같이 파

견된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서 영어로 설명하시다가 학생들 반응이 없으면 같은 내

용을 베트남어로 빠르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식으로 수

업을 진행하십니다. 

전반적인 강의들이 교수님의 설명위주가 아닌 학생

들이 미리 읽어온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토론, 

조별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수업 전, 미리 교

수님이 올려 주신 파일을 읽어가야 합니다. 강의실 내

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뤄지기에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제이슈에 더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주 새로운 주제에 대해 저의 생

각을 정리하고 말해보는 연습을 통해 영어 실력도 향상

할 수 있었습니다. 

7. 언어교환 스터디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꼭 베트남어 실력을 향

상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는 베트남어 수업

과 어학당이 없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베트남어를 공부

해야 했습니다. 독학은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지 못하기

언어교환 스터디 

같이 베트남 음식 먹기

한식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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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베트남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고, 

학교에서 알게 된 현지 학생 3명과 언어교환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 원인 호연(한국 이름)이는 전북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고, 우연이도 한

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며 통역사의 꿈을 키우고 있

는 등 모두 한국,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첫 시간에 같이 스터디의 방향을 정하면서 

매주 1~2회 만나 4시간가량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친

구들이 책에서 배우는 딱딱한 표현이 아닌 자연스러

운 표현들로 알려주고, 정확한 발음교정까지 해주어 정

말 재밌게 베트남어를 배워 나갈 수 있어서 언어에 대

한 애정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끝

나면 같이 밥을 먹거나 주말에 유적지를 보러 가는 등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베트남을 생

생히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저 역시 친구들에게 한국

어와 우리나라 문화도 소개해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8. 주거    

파견 전, 저는 학교와 가장 가까운 기숙사에서 생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대학교에 기숙사 이용을 

원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기숙사비는 매달 4,500,000동(한화 약 23만원)으

로, 2인실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 방 중 하나를 선택하

면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같은 건물이라도 중간에 철창을 두고 4인

실, 2인실로 방 구조가 달랐습니다. 4인실은 현지 학

생들에게, 2인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는 방 같았습

니다.

4인실 라인을 바라보면 늘 현지 학생들로 붐볐지만, 

더블 침대 방 1 더블 침대 방 2 화장실 

제가 살았던 2인실 라인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항상 모

든 방의 불이 꺼져 있었고 분명 룸메이트가 있다고 들

었지만, 개강 후에도 룸메이트가 오지 않아 결국 저 혼

자 방을 사용했습니다.

더운 국가인 만큼 건물이 개방된 형태여서 방 안에

는 벌레, 파충류가 많았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방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OT 역시 따로 없어 매달 언제 어디

로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어디서 세탁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숙사 내에 식당

이 없고 요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 끼니 외식을 해

야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여러 불편한 점을 느꼈

고, 적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학교 담당 

관계자 선생님께 홈스테이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그리고 관계자 선생님께서도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며 이해해 주시고 직접 

집을 알아봐 주셔서 학교에서 대중교통 10~15분 거리

에 있는 숙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퇴사는 입

사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절차 없이 방을 정리하고 

열쇠만 반납하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페이스북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기에 페이

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숙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셰어하우스가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합

니다. 

9. CAMPUS Asia-AIMS 교환학생 생활을 통

해 느낀 점

익숙한 것들에게서 나와, 타국에서의 생활은 분명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

하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은 성장을 

위한 촉매다.’라는 말이 있듯 체류를 하며 익숙하지 않

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돌이

켜보면 이런 순간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약간의 결

핍감과 불편함은 이만큼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은 여러모로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고 저의 대

학생활 중 빛났고 행복했던 나날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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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동기

여느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고등학생의 나는 

대학교에 가면 꼭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했던 학생이었

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

상을 사는게 너무 지루하기도 했고, 똑같은 것들만 보

고 들으며 사는 것이 너무 갑갑했기 때문이다. 학생 때

부터 종종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그 때마다 나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낄 수 없던 감정들을 느끼고 생각의 전

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다른 문

화를 느끼며 사는 것이 나에겐 꼭 필요했다. 그래서 주

저하지 않고 이번 AIMS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

게 되었다.

2. 지원 절차

① 온라인 접수 및 비자신청

우리학교의 경우 총 10명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

시아 총 3국가로 파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

아에 파견되는 학생은 나 뿐이어서 홀로 차근차근 준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준비하기가 막막했다. 건강검

진, 비자, 여러 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많았고 무엇부

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말라야 

대학교 교환학생을 준비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하

나씩 참고하며 말라야 대학교에 교환학생 신청부터 시

작했다. 우선 E-bound(https://e-inbound.um.edu.

황태희  |  부경대학교

my/)에 인적사항, 어학성적 및 성적자료, 간단한 자

기소개서 등을 업로드하고 교환학생 승인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한다. 승인이 나온 후 EMGS(https://

educationmalaysia.gov.my/)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

하면 된다. 비자 진행률이 70%정도 되면 서울에 위치

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싱글엔트리비자를 발

급받을 차례이다. 싱글엔트리비자란 말레이시아에 한

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말라야 대학교에 도착한 후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이다. 말라야 대학교는 학기 중에 2번 semester break

가 있어서 보통 교환학생들은 그 기간을 이용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 11월 초에 mid-term break가 있

는데 그 전에 학생비자로 전환을 끝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니 가능한 여권 제출 날짜에 맞추어 빠르게 제

출해야 한다. 

장려상

2019 CAMPUS Asia-AIMS 말라야 대학교 파견후기

학생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여권을 다시 학교 visa counter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후에는 계속해서 emgs 어플을 통해 비자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이 100%가 되었을 때 visa counter에서 여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날짜 하루이틀 전부터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방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일찍 도

착할수록 방 선택 폭이 넓어진다. 나의 경우 가장 최근

에 지어진 기숙사 동에 1인실을 사용했다. 1층이라 특

히 다른 층에 비해 벌레가 많이 나왔고, 우기 때는 더 

습해서 사용하기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다. 처음 말레

이시아에 도착하면 지리도, 물가도 익숙하지 않아서 기

숙사에서 지내기가 편할 수 있지만, 조금 적응한 후에

는 외부 기숙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시설 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아무래도 기

숙사에서 지내면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쉬워

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 참고로 교내 기숙사 이용 

시 고쳐야 할 시설이 있으면 um help desk(https://

helpdesk.um.edu.my/)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하루나 이틀 후 수리기사분이 오셔서 고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교내 기숙사 

이외에, International House라고 외부 기숙사도 있

다. 4명에서 같이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느낌이고 캠퍼

스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크게 불편하

지는 않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자주 녹물이 나와서 

교내 기숙사 샤워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더 맞는 기숙사를 선

택하면 될 것 같다. 

3. 수업 방식 및 수강신청

① 수업 방식 및 분위기

수업 방식 및 분위기에서 제일 문화차이를 느꼈다. 

보통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강의식으

로 수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질문을 그

리 활발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말라야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조교님,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의

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수님 강의 도

중에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정규 수업 이외에 소규모 토론 및 발표 수업이 있다. 정

규 수업에서 배운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

모 토론 및 발표 수업에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 등에 이

론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서로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해준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는 과목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초반에는 미리 준비하고 가느라 조금 힘들

기도 했다. 우선 국제 관계 수업과 관련해서 이전에 많

이 배운 이론도 없었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

었기에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 심지어 모든 수업

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용을 습득하

기가 힘들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및 보고서 작성, 토론

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느꼈다. 하지

만 현지 친구들과 함께 발표를 준비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실수

하고 틀리더라도 그걸 통해 배워가자 라는 생각이 든 

뒤로 부담감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② 수강신청

말라야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강신청하기란 

비교적 까다로운 과정이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교수

님들을 뵙고 단과대학교 사무실과 교환학생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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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가며 수강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처

음에 E-bound에서 수강신청을 할 때 최대한 많은 강

의들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특히나 language&linguistic faculty의 강의를 수

강하려는 경우 사전에 E-bound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

면 오프라인에서 수강 승인 받기는 어렵다. 수강 수용

인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수강 수요인원은 많

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영대학 수업의 경우, IELTS나 

TOFEL 어학성적이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

다. 아래의 분홍색 종이가 수강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강의마다 교수님과 단

과대학교의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수강신청 및 수업과 관련된 사이트로는 총 2개가 

있다. 수강신청 전 각 강의의 시간표를 체크할 수 있

는 um portal(http://myum.um.edu.my/)과 강의자

료 및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spectrum(https://

spectrum.um.edu.my/)이다. 각 사이트 정보 및 회원

가입은 말라야 대학교 오리엔테이션때 세부사항과 함

께 알려준다. 참고로, 수강신청 전 각 강의 시간표 확인

도 중요하지만, 기말고사의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에피소드

이 곳 말레이시아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국적의 사

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밥을 먹다가도, 수업을 듣

다가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축제를 가서도 언

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말레이시

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리비아, 차

수강 과목 소규모 수업의 발표 및 토론 목록으로 매주 돌아가며 학생들이 각
자 질문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수강 과목 이름 첫번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두번째: 
welfare system

드,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독일, 파키

스탄, 벨기에 등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놀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제일 인상깊었던 만남은 밥을 먹다

가 알게 된 차드에서 온 친구였다. 그 친구는 나에게 미

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다. 그 질문의 

답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때, 2,3년 전만 해도 

나는 경찰관도 되고 싶었고 기자도 하고 싶었는데 언제

부터인지 그저 안정적인 직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

장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얼 좋아하는지 잊어버린 채 그저 ‘남들

이 다 하는 거니까, 남들이 다 준비하는 것이니까’ 하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날 이

후로 한국에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진짜 어떤 일

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지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사

실 한국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별 

거 아닌 질문이지만 나에겐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꼭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만들어준 질문이고, 소중한 질

문이기에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다.

중국인 친구들과 메르데카 광장 2&5.교환학생 페낭여행 벨기에 친구와 할로윈파티

키르기스스탄,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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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배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게 처음엔 생

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람 한 명이 사는 데 이렇게 많

은 것들이 필요한가 싶었고,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언어

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지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

니었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보기도 했었고,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오

기 얼마 전 영국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던 터라 늘 그

랬듯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예상과 다

르게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

는 다양한 국적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혼자 교환학생을 갈 친구들

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혼자 교환학생을 가더라도 전

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와 언어

가 같은 한국인 친구들과 지내는 게 편하긴 하지만 문

화와 언어가 달라도 충분히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달라서 더 얘기할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홍승표  |  숙명여자대학교

장려상

첫 교환학생이자 홀로서기

1. 지원동기

처음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던 것은 중학생 시

절이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제가 행복했던 연도

는 모두 가족여행을 갔던 연도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마냥 여행을 좋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환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알

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대학생이 되

면 무조건 교환학생으로 해외에서 적어도 1학기동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와

서 보니 교환학생이 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깨닫고 포기했었습니다. 올해 초, 가족들과의 식사 

중 다시 한 번 교환학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6학기를 눈앞에 둔 상황이어서 토플과 성적 등등 모

든 걸 준비하기에 시간은 없었지만 예전보다 더 큰 열

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사회생활을 경험

하기 전 혼자서 살아보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

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경영학부 학생회 회장인 친구

가 AIMS사업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아세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아세안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과

의 무역액도 높은 편이고 한국 화장품, K-POP에 관심

이 많아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더 많은 호기심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

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경험한 적이 한 번

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원했습니다. 

2. 에피소드

① 방콕에서의 첫 번째 덤터기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을 때부터 느

꼈지만 태국의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리고 정확하지 않습

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태국에 

와서 별일 없이 잘 지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한국에서 정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지정해준 곳으로 Nonsi Residence라는 곳

입니다.) 8월 31일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갈 때 전기세와 

수도세를 정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물론 저와 룸메이트가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지만 상

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전기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달 방세의 4분의 1정도의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공용 전기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모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수증을 

보니 모든 숫자가 말도 안되게 동일하게 딱 떨어지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사온 곳에서 혼자 살면서 그 전

에 지불했던 전기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전기세를 내고 

나니 진짜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일상이던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기다리는 방법을 말레이시아에서 배

웠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나였는데, 이 곳에 온 이후로 

천천히 그리고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

화의 다양성을 접한 뒤로 차이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웠

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만을 추구했

다면 절대 겪을 수도 배울 수도 없던 것들을 하루하루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

듯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너

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시행착오와 노력

이 따르기 때문에 교환학생 생활이 마냥 좋은 것만 있

다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하기에 대학생으로서 한번쯤은 다른 나라로 교

환학생을 가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글을 마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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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잘못된 도장

태국의 일 처리가 느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공서

의 일 처리가 잘못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국에서 받은 비자가 Non-ED이었고 이것은 90일짜리 

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자마자 학과 국제팀에 여

권과 입국하면서 받은 departure card를 복사해서 제

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룸메이트 언니만 비자의 종류

를 바꿔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비자

를 90일 완료되기 전에 연장하면 되고 학과 오티 때도 

여권을 보여주면서 확인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국제팀 직원 분께서 

공항직원이 여권에 잘못된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습니

다. 원래는 Non-ED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Tourist

도장을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두 도장 모두 90일간 태

국에 있을 수 있는 도장이긴 합니다. 분명 저는 Non-

ED비자를 받았고 당연히 그 도장이 찍혀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룸메이트 언니와 저는 같은 

직원에게 도장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직접 공

항에 가서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

면서 직원이 덧붙인 것은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 괜찮

다고, 공항에 가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여권에 비자 도장을 잘 못 찍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해서 더 놀랐고 이런 일 처리는 한국이 많

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룸

메이트 언니와 날을 잡아서 수완나폼 공항에 갔습니다. 

가서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직원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이민국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를 2시간정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민국 사무실로 데

려가거나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일을 처리할 줄 알았는

데 인포메이션 직원이 공항 경찰서로 데려가서 너무 당

황했습니다. 한 경찰이 저희 두 명의 여권을 가지고 가

서 경찰서에서 다시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략 한 

시간 후, 여권을 가지고 간 경찰이 저희에게 다가오더

니 갑자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권을 저희에게 주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었으

면 상황이 이해가 갔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왜 

촬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적어도 이런 상황을 만

들어 불편함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③ 태국 군주제의 대단함

한국에서도 영화관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터

라 방콕에 와서도 영화관에 자주 방문합니다. 처음 영

화관에 갔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영화

가 시작하기 전 광고를 30분 가까이 한다는 것에 1차적

으로 충격을 받았고,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

에 2차적으로 놀랐습니다.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

면 모두가 일어나서 차렷자세로 화면을 응시해야 합니

다. 한국에서도 군사 독재 시절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나와 일어나야 했다는 것을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배

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21세기에 볼 줄이야 상상도 못

했습니다.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면서 화면도 왕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거

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큰 건물이나 사원에 왕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도 놀랐는데 영화관에서의 충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군주제인 국가에 처음 와본 것

도 아니지만 태국에서의 왕에 대한 존경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왕에 대한 많

은 반발심을 갖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왕

은 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3.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점  

생각보다 혼자 살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특히 

부모님이 많은 것을 도와주셔서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기세나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작은 방이지만 날씨 때

문인지 자꾸 들어오는 벌레들, 바닥청소, 빨래까지 한

국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빈부격차가 엄청나

다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특히 높은 곳에서 보면 많은 

높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빌딩이 많습니다. 하지만 밖

을 걸어 다녀보면 전깃줄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꼬

여있고 많은 노숙자들, 벌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

히 저는 한국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쥐에 굉장히 놀랐

습니다. 올해 태국이 소득불평등 1위 국가로 뽑힐 정도

로 빈부격차는 심각합니다. 제가 가본 그 어떤 곳보다 

럭셔리한 백화점이 많지만 그 옆은 바로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판잣집이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오래 거주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BTS라는 지상

철이 있는데 이것의 금액을 낼 수 없어서 이용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 친구

들과 생활하면서 많은 태국의 젊은이들이 현 국왕에 대

한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주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 및 교류를 높이기 위해서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한국의 아이돌들을 태국 학생들

이 좋아하고 한국의 화장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한국음식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20-30대만의 관심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

습니다. 학교 앞 새로 생긴 쇼핑몰에서만 봐도 한국 기

업은 음식점 몇 군데 일뿐이고 일본은 유니클로와 무지 

등 다양한 종류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업

을 들으면서도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시들이 모두 대

부분 일본 기업이며 태국을 도와준 굉장히 고마운 나라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물론 한 두 명의 교수님의 생각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대단히 많고 다양한 

종류의 일본 기업이 태국에 자리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교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태국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처럼 라인을 사

용합니다. 교환학생 그룹채팅방이나 학과 그룹 채팅방

으로 모두 라인을 사용하니까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아

오세요. 교환학생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출라롱콘에서 

많은 메일이 옵니다. 그 중 버디 프로그램에 관한 메일

이 오면 바로 버디를 신청하세요. 생각보다 수강신청

이나 학교관련 일이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

때 버디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래도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 관련해서 부디 공항에서 도

장을 찍어줄 때 바로 확인하세요. 제 주위에서만 4명이

나 도장이 잘못되어서 공항에 다시 갔습니다. 공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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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것도 아니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

니라 기분도 나쁘고 만약 늦게 발견한다면 일이 커집

니다. 또한 학교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태국인 친구나 

다른 교환학생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다른 학과 교

환학생 친구의 여권에도 잘못된 도장이 찍혀 있어서 국

제팀 직원에게 물어보니 바로 이민국에 가라고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저와 다른 사람들의 말

을 듣고 공항에 갔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

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모든 걸 알고 있진 않으

니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세요. 또한 비자연장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태국어로 된 서류를 하

나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자

주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직원

이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셔도 그냥 가서 물

어보세요. 직원이 저희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학생이 관심을 표하지 않으면 서류 받는 시점이 더 

늦어집니다. 숙소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진짜 모든 교환

학생과 친해지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Nonsi Residence는 한 달만 사는 것을 추천

합니다. 학교까지 지하철로 3정거장이라고 하지만 지

하철역까지 인도가 거의 없고 고가도로 옆을 20분넘게 

걸리며 주위에 편의점이나 마트조차 없습니다. 건물자

체도 너무 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한 달 동안

만 살면서 다른 집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나라 친

구들이 1학기내내 계약해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어 힘

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강민  |  전남대학교

장려상

University of Malaysia to grow students not

only in study but also in a variety of activities.

When I first decided on my step to Malaysia, 

I actually knew very little about Malaysia. I just 

had a strong vague idea of what kind of country 

it would be in Southeast Asia, and I decided to 

go there simply because it is an English-speaking 

Southeast Asian country. And before I could think 

of what I was doing, I arrived in Malaysia, and 

Penang, the famous University Sains Malaysia 

resort, was absolutely breathtakingly hot. 

The first impression was of heat and humidity, 

noisy roads, and a crowded airport, and the first 

dormitory was absolutely shocking, with no 

air conditioning and no heat and broken desk 

creaking beds. Still, people around me said that 

Penang, Malaysia, is a famous resort and it's near 

the sea, so I could have a good time, but contrary 

to that, the engineering campus that I had to go 

to was not in Penang, but in a small rural town 

called Nibong Taval in the inland. To be honest, 

I was frustrated when I heard that there were no 

exchange students on the engineering campus 

and that I was the only Korean. I couldn't sleep on 

the first day and the next day because I thought 

that if I went out of school without speaking 

Korean to anyone, I had to go to the countryside 

where I only speak Malay. 

Even during the week-long orientation, I 

felt more complicated after learning that most 

students came to the language classes and 

cultural experiences such as the Malay language 

classes. And while I was on my way to the long-

awaited engineering campus, I went to my new 

dormitory, feeling as anxious as I was being 

dragged to the slaughterhouse. 

1.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I think it's actually because I've been studying 

in a different environment than other students 

that I Thanks to the engineering campus, I met a 

lot of students from the Middle East, not just from 

the mainland of Malaysia, but also from other 

country, because it is a conflict zone, which is 

difficult to visit and actually meet people from 

the Middle East. Sudan, Afghanistan, Somalia, 

Yemen. The students who came here to study in 

Malaysia often came to Malaysia because Malaysia 

was the same Muslim country, and they were all 

wonderful students who had dreams of rev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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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ountry with the engineering skills they had 

learned back to their own country. Therefore, I 

felt like I was studying more passionately than 

Malaysian students, and I felt like I was going to 

the U.S. or Europe to study in the 7th and 80s and 

going back to Korea to see the Korean students 

who overcame the difficult times. 

2. engineering students who acquire 

managerial aspects

In terms of education curriculum, Malaysia 

University of Technology was a bit unique, but in 

Korea, almost every university has no industrial 

engineering department in Malaysia Instead, all 

engineering students were taking courses that 

industrial engineering students should take in 

our country under the titl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every semester. Among them,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subjects that first grade 

students take, but it was related to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planned and produced 

products and sold them at the end of the semester. 

As students participate in everything, they 

naturally become passionate about production 

and sales. It was a good subject to learn about 

produ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or sales. 

Besides that, Malaysia also had sports activities 

to follow the British school system and train 

physical strength every semester. Unfortunately, I 

could not take it because it was mostly conducted 

in Malaysian, but I got the impression that I am 

living a healthier life than the Korean students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doing part-time 

work or studying

In the beginning, all I felt about this little 

rural city was the idea that it was a boring place 

in the middle of the jungle. Because USM is a 

university specializ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engineering students studied very much and 

most students had a high school fever. But one 

of the things that impressed me was that there 

were many cultural events and club activities that 

were done on a school-by-level basis.

3. Club activity

There was a kayak team in the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where I mainly took 

classes. Every weekend, hard-working students 

gathered in an on-campus lake where they could 

ride kayaks, with kayaks from each engineering 

college playing a kayak league game. When I 

first learned kayaking, it was very difficult for 

two or three people to move in one body. It's 

hard to explain to people who speak the same 

language, and it's harder to do this with people 

from completely different cultures. But after 

a week or two, our skills gradually improved, 

even though the practice was far less skilled 

than other teams that would be repeated. I 

don't know why, but I started to want to meet 

old friends from my teammates. And on the day 

the much-awaited league was held, I was able 

to play friendly matches with foreign students. 

The friendly game gave me a feeling that I had 

achieved something during the exchange student 

experience, regardless of my ability. I didn't win 

first place in the friendly, but it was a pleasant 

experience for me as I won third place.

4. Cultural events

Cultural events are an important part 

of Malaysian university life. Malaysians are 

culturally Malay, Chinese and Indian, and they 

have thre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For 

a year alone, there are three different cultural 

events almost every month and every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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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period is a national holiday. The ways 

in which I welcome the new year also differ from 

religion to religion, so the Lunar New Year in 

Chinese culture, the New Year after the Ramadan 

period in Islamic culture, and the New Year in 

Hindu culture in India, I have had three new 

years during my exchange period.

The University sains Malaysia respects each of 

these cultures. Many cultural events are organized 

so that students can plan and enjoy themselves. 

I enjoyed going to the festival organized by 

students almost every weekend and it was a 

new experience. With performances unique to 

each culture and other traditional costumes and 

performances, USM students are busy even on 

weekends.

Lim Wei Yi  |  University·of·Malaya(전남대학교·초청학생)

장려상

Looking Back the Old Good Days with AIMS 

1. Reason for applying AIMS Program

I applied 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AIMS) program through my home 

university,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as I 

have received feedback from my seniors who 

were once an AIMS awardee as well. AIMS for me 

is truly a beneficial progra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intercultural 

exchange for SEAMEO students who are aiming 

for the mobility programs.

Through the AIMS program, I was offered to 

participate in one semester student exchange 

program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NU). The AIMS program helped me 

to fulfil one of my bucket list, which is to stay 

overseas,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With 

the one semester exchange program, I could 

stay in host university for four months, which is 

considered as extra rewards for my bucket list. 

Also, the various activities provided by AIMS 

program especially focusing on cultural exchange 

is one of the reasons that attracted me. I applied 

for mobility program with the hope of connecting 

with the local cultural and the minimization of 

financial spending. The AIMS in CNU has tuition 

fee waived, dormitory & meal fee supported by 

CNU OIA, providing the program fees such as for 

the institute visits, cultural excursions, and free 

evening Korean class. Moreover, we can have 

book purchasing reimbursement up to 40,000 

KRW which really lessen the burden in applying 

for mobility program.

 

2. Educational experiences

The educational experience for me is totally 

different if compared with Malaysia. As in CNU, 

I was given the chance to register for any courses 

I like according to my own preference. However, 

as I am not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s, 

hence my choices were limited to English 

medium teaching courses only. I have taken four 

subjects in CNU, naming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ding and Discussion in English,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Arts and 

Korean Reading and Writing 1. I attended the 

evening Korean class during Tuesdays and 

Thursdays evenings as well.

The first class I attended was Reading and 

Now, after visiting Malaysia, if someone simply 

says Malaysia is a tourist destination in Southeast 

Asia, I would say it is a place where people enjoy 

live their lives while various cultures coexist and 

work hard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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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in English. It all sounds new to me as 

the class has students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I was excited as I get to know friend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we even shared 

different age.

After attending the different classes in CNU, 

I noticed that most of the class lecturers will ask 

the students to purchase the reference books 

which is different from my home country. In 

Malaysia, most of the lecturers will not ask the 

students to purchase academic books instead as 

the books are expensive and mostly are not for 

sale in the bookstore in university campus so we 

could only rely on E-books or libraries.

Also, the teaching methods are different from 

Malaysia. While I was in CNU, I was surprised 

when one of my lecturers suddenly asked the 

students to keep all the books as we will be 

having class test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ass. I admitted I did bad in the first 

test as I didn’t do revision since back in Malaysia, 

I usually do revision before the mid-term or final 

exam. However, in Korea, they will be having 

class tests which I think is good as it is one of 

the ways to encourage students to revise on their 

studies rather than making revision before the 

exams. Furthermore, the exam grading system is 

different from Malaysia as in CNU, I have taken 

two subjects which have no final exams, the 

grades solely depend on continuous assessments 

and projects which can reduce the stress of 

students in sitting for too many final exam 

papers.  

Students were also asked to have discussion 

with their classmates as a way to exchange ideas 

and improving own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 have several discussions with classmates 

which I totally enjoyed as I get to interact with 

friends from different areas. I am pleased as I was 

given the chance to introduce my home country 

to other foreign friends during the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Arts class. 

I learnt a lot of interesting country facts from my 

classmates. Many thanks for my beloved lecturer, 

Prof Hong for holding class presentations for 

students.

I also appreciate the efforts that were carried 

out by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either 

during the Korean Reading and Writing 1 or 

Korean evening class as they encouraged the 

students to voice out and practice the language 

which is considered new and difficult to most of 

us. During the classes, I was given opportunities 

to talk and read not forgetting the extra exercises 

given by the teachers, which I think is quite 

helpful in shaping my language skills.

Overall, I have a pleasant educational 

experience while having my exchange in CNU 
Photos showing when my teammates and I were doing presentation in introducing our hometown during Korean Traditional Arts class

as I truly learnt a lot from the professors and 

classmates. I strongly recommended CNU as an 

option for studying abroad!

3. Personal experiences

On 10 May 2019, I joined the AIMS culture 

experience to ACC and 518 Archives. It was 

meaningful as we were told about the 518 

uprising movement in Gwangju and the tour 

guides shared a lot of information related to 518 

movement with us. A week after, I joined the 

AIMS programme and went to Kia and Kepco 

companies. It was an informative trip which 

we were told the information of Kia and Kepco 

companies. It was eye-opening for getting so 

much new knowledge on Kia and Kepco which 

are among the two major industries in South 

Korea.

I was glad to be part of the AIMS program as 

the AIMS awardee were having Bibimbap making 

at JS Cuisine Academy on 31 May 2019. I was 

really thrilled to prepare Bibimbap as I truly love 

bibimbap especially after I tried the delicious 

Bibimbap in Jeonju while attending the Jeonju 

Hanok Village trip organised by OIA during April 

(Thanks to the Jeonju trip, I get to try wearing 

Photo showing AIMS awardee from CNU visiting the KI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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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bok as well!). Preparing bibimbap is not 

an easy task as the ingredients preparation alone 

takes a long time but it was worthwhile tasting 

the delicious bibimbap made by myself.

4. Extracurricular activities

AIMS awardee were required to have coffee 

hour on Monday evenings. On 20 May 2019, I 

had coffee hour, which I did a sharing with my 

teammates on the wedding and birth traditions 

in Indonesia and Malaysia. We also wore 

the traditional costume from Indonesia and 

Malaysia. Thanks for the friends from Vietnam 

and Taiwan for attending the culture sharing 

and exchanging session, which we learnt from 

each other's culture. Also, during the coffee hour 

hosted by my Vietnamese friends, I was able to 

try the Vietnam coffee brewed by my friend. The 

Vietnam coffee tasted so strong with rich aroma.

On 24 May 2019, thanks to AIMS, we visited 

the Everland with free admission! It was sunny, 

and Everland is as usual crowded. However, all 

of us enjoyed the trip so much as for many of us, 

visiting to Everland is one of the bucket list while 

exchanging in South Korea.

On 7-8 June 2019, the AIMS awardee from four 

different hos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ent 

for a 2-day-1-night trip to Yeosu. On the first 

day, we went to Hanhwa Aqua Planet Yeosu and 

even took on a cruise to have a shore excursion 

in Yeosu which I truly enjoyed especially with 

the amazing fireworks show. On the second day, 

we paid a visit to Yeosu HeungGukSa to have 

wonderful cultural and religious experiences 

Photo on left showing the AIMS awardee from CNU having group 
photo at JS Cuisine Academy and photo on right showing the 
bibimbap I made.

about Buddhism. 

I am truly grateful for AIMS program, which 

provided such a memorable program for the 

exchange students. Without AIMS, I doubt I will 

be able to try so many new things either in site 

visiting or bibimbap making, let alone to visit to 

Everland and even Yeosu. The AIMS program 

which I took part in truly meets its aim of making 

cross-bordered education a reality for students 

in the pilot countries without time consuming, 

costly, and complicated procedures.

Photos showing some of the activities I did in HeungGu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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