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나의 제 2 의 고향
이 시 카와 유 학 생 동 창 회 회장
（학교법인 호쿠리쿠대학 전무이사）
주 항
제가 처음 일본에 온 것은 1986 년의 일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1977 년에
종식되고 그 해부터 대학 입시제도가 10 년 만에 재개되어
있었습니다. 전공은 고분자화학중합반응공학이라는

대학에 입할 할 수

분야로 졸업 후에는 대학 교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다른 대학원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청년교원

육성을

위한

해외파견

유학시험에도

합격해서

정식으로

가나자와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후 연구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이 되고 석사과정 수료 후 인연이 닿아 호쿠리쿠 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온 후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올해로 무려 28 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동기들이나 친구, 친척들을 만나면「일본에 와서 진짜 좋았는지」「카나자와는
좋았는지」 등등 입을 모아 묻습니다. 저의 대답은 인생의 반을 일본, 그리고
가나자와에서 보내서, 귀중한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일도 할 수 있어서…「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막 왔을 때는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언어, 공부, 연구나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즐거웠던 추억도 수 없이
많습니다. 연구실 환영회, 꽃놀이, 연구학회 참가, 이시카와현 주최 지사 간담회,
우호협회 송년회, 해수욕, 등산, 청년 해외협력단 스키, 유학생협회 도쿄 연수여행,
햐쿠만고쿠마츠리 오미코시, 초중고생들과의 교류회, 티 타임, 제 1 회「ＪＡＰAN
ＴＥＮＴ」홈스테이, 모내기, 야채와 과일 수확 등등 많은 분들의 친절과 배려로
즐거웠던 지난날들이 떠오릅니다.
일본에 막 왔을 때는 유학생수도 적고 또한 국비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
참가하며 물론 공부와 연구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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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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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학습이나 생활 모습을 보면「일본인과의 교류가 적은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은 거의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기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일본을
모른 채 일본인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귀국해버려도 괜찮은걸까 라는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교육기관에서 유학생 수를 배려하는 것 보다 좀 더 절실하고
중대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현재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개선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의 역할로서 일본의 선진 과학기술 습득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본인과의 민간 인적 교류, 상호 이해 등은 학생 개인의
인간적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고 강하게 인식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학 경험자들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모국을 위해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과 모국의 양국간의 가교가 되기 위해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본 동창회가 여러분과 연계・협력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언젠가 가나자와, 이시카와, 일본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중한 이시카와에서의 만남 「인연」을 잊지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의견을 받아가며 이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냅시다！
여러분도 제 2 의 고향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평생 잊을수는 없으시겠지요. 최근에
저는 사진 찍기에 푹 빠져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그리고 바다…이시카와의 멋진 자연을 재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