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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저 밴쿠버를 사랑하는 한 평범한 학생일 뿐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신반의로 시작하여 지

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한 학생입니다. ‘경험보고서’라는 것 자체

도 굉장히 모호한데다가 양식도 자유인지라 정체불명의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슬며

시 듭니다. 그래도 기왕 쓰는 후기 저에게도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작성하였

습니다. 학교 소개, 기후 및 환경, 쇼핑 정보 등은 다른 경험보고서에 이미 자세히 설명되어 있

으므로 저는 제 독특했던 경험 위주로 담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저에 대한 

설명이므로,

Ÿ 외국에서 어느 정도(구체적으로는 10개월) 살아 본 경험이 있다. 

Ÿ 그렇다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건 아니다.

Ÿ 졸업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

Ÿ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다.

Ÿ 교환학생의 목적이 공부보다는 경험을 하는 것에 있다.

Ÿ 그래도 성적은 잘 받고 싶다.

Ÿ 해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돌아갈 것을 전제 하지 않는다.

Ÿ 오픈마인드는 기본으로 탑재되어있다.

Ÿ 너무 심심할 경우 가끔 목숨을 걸고 모험을 떠나기도 한다.

Ÿ 솔직히 밴쿠버에 가면 한국인, 중국인이 많을까봐 걱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 본 경험이 있다”라

는 항목은 어떻게 낮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지 등의 내용이 없음을 뜻합니다. 일단 UBC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실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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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직히 밴쿠버에 가면 한국인, 중국인이 많을까봐 걱정된다.

밴쿠버에는 비가 정말정말정말 많이 내립니다. 그만큼이나 중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실

제로 거의 UBC 학생의 절반은 중국인이었고 길을 걷다보면 영어만큼이나 중국어가 많이 들렸

습니다. 밴쿠버 내에 한국인들도 많지만 중국인의 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적

은 편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비영어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영어 공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크게 간

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서체) 그들 대부분이 우리보다 영어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

다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아주 어릴 때 이민을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왔는데도 원어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어를 매우 잘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중국어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중국인과도 모두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고, 다양한 어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본인의 어학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그들과 어울리기 싫

어한다면 똑같이 그들도 여러분과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친구가 많이 있는 상태인 반면 여러분은 단지 새로운,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다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굳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황과 관련 없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는 철저히 여

러분의 선택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우스메이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지에서부터, 학과 

친구들과 어떻게 공부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냐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

다. 간섭하는 사람도, 조언해주는 사람도, 나무라는 사람도 없으므로 철저히 여러분의 몫인 것입

니다. 영어권 환경에 둘러싸이고 싶은 분도, 편하게 한국인 친구들과 놀다 오고 싶은 분도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고 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또는 중국인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저는 저의 목표를 달성하고 왔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UBC를 갈 때 본인의 목표와 마음가짐이 확고하다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

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인생 최고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위

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니까요. 또한 저는 오히려 백인들만 있는 환경보단 

이렇듯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밴쿠버가 훨씬 많은 사람들과 서슴없이 어울려 지내기 좋다

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제가 같은 아시아인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

본다고 느낄 정도로 캐나다인들의 포용성과 배려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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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교환학생 지원서에 “지원 동기” 항목이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듯 교환학생을 지원하

기 전, 그리고 합격 후 출국하기 전에도 나는 과연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떠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진로나 졸업 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세우면 됩니

다. 계획에 확신이 없고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 및 보완

해가면 됩니다.

이미 한 번의 해외 생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교환학생을 지원한 저는 졸업도 

늦어지고 공부의 흐름도 끊어지며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드는 교환학생이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 지 고민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환학생, 어학연수, 유학, 봉사활동 등 모두 결국 “스펙”이

라는 굴레 안에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경험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걱

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김성용 저자의 「어학연수 때려치우고 세계를 품다」라는 책에

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학연수는 어떠한가? ‘영어권 나라에 머물며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의라면 ‘취업 대란에 휘둘린 대학생들은 반드시 다녀와 이력서에 남겨야 할 

한 줄’이 한국 대학생들이 체화한 의미화 과정의 산물이다.

맛깔나게 비판하는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과연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해외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동경도 환상도 없었던 

저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국에 나가보는 것 그 자체보다는 외국인과 부대끼고 싶은 바람

이 더 컸습니다. 단순히 놀러 가는 것도 공부만 하러 가는 것도 아닌 교환학생 생활은 그곳의 

문화를 충분히 답습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동기

와 학업계획이 전체적인 생활의 밑바탕이 되었지만 하루하루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더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했고, 그곳의 사람들과 허물없이 친해지며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다짐하고 실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영어를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닌, 실질적인 활용목적을 가지고 사

용하고 싶었고, 언어 자체를 익히는 것과 해외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중 후자

에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

니다만 가령 친구를 만나는 목적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듯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니 오히려 영어에 대한 부담감 없이 보다 편

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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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서와, 컴퓨터학과는 처음이지?

3, 4, 5번 주제는 컴퓨터학과와 학부생 TA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학부생 TA의 

경우 컴퓨터학과, 그리고 타 학과의 일부 수업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하기 힘든 

경험이기에 그리고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실제로 페이도 많이 받는) 경험이기에 해당되는 분들

께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UBC의 컴퓨터학과(Computer Science) 수업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컴퓨터학과 수업, 즉 CPSC로 시작하는 수업에는 강의(Lecture)와 함께 Laboratory나 Tutorial

을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b에서는 주로 매주 나오는 과제를 하는데 출석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보통 

자율적으로 공부하며 과제를 해결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TA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부 

Lab에서는 TA가 과제 또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강의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Tutorial은 보다 문제풀이에 집중된 형식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예제를 각자 풀거나 

그룹으로 토론하다가 마지막에 TA가 문제풀이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수업마다, TA마다 

다르며 마찬가지로 출석은 대부분 자유입니다.

또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마다 Office Hour가 있는데 차이점은 교수뿐만 

아니라 TA도 Office Hour가 있다는 점입니다. UBC에서는 Office Hour가 매우 

활성화되어있어 항상 학생들이 꾸준히 찾아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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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Piazza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학생과 교수, TA 

사이에 질의응답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렇듯 강의와 실습, 문제 풀이와 

질의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해당 과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컴퓨터학과 수업은 주로 DMP(Hugh Dempster Pavilion), ICICS(Institute for 

Computing), MacLeod에서 듣게 되며 가까운 기숙사로는 Thunderbird(1분 거리), Totem 

Park(5분 거리), Fairview Crescent(10분 거리), Marine Drive(10분 거리) 등이 있습니다.

▲ Facilities in Computer Science buildings

http://vancouver.housing.ubc.ca/residences/thunderbird/
http://vancouver.housing.ubc.ca/residences/totem-park/
http://vancouver.housing.ubc.ca/residences/fairview-crescent/
http://vancouver.housing.ubc.ca/residences/marine-drive-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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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과목에 대한 영어 질문에 답변할 배짱이 있다면 TA에 도전해보자.

※ 컴퓨터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부생 TA를 모집하지만 타 학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타 학과 수업은 Wine Science 밖에 안 들어봤는데 이 수업의 경우 학부생 TA가 부족해서 모집한다는 메일이 자꾸 오

네요. 밴쿠버에 계속 있었더라면 했을 텐데- 또르르.

이렇듯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TA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와 학생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TA인데, 주로 Lab 또는 Tutorial을 맡아 진행하고, 

숙제 및 시험의 채점을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등 해당 수

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해 그 결과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TA 미팅에서 교수님께 전달해드

립니다. 보통 한 수업에 TA는 적게는 3명 정도부터 많게는 10명이 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강의 준비에 할애 할 수 있고, 채점 및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매주 강의 내용에 맞는 실습 자료와 숙제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더라,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한 것 같다 등 TA들이 굉장히 상

세하게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 파악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TA들은 학과사무실에서 일한 시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교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만큼 TA를 쓸 수 있어 학생들은 보다 풍부한 인력 자

원을 가지고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TA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굉장히 잘 되어있는 편이어서 본인의 관심사와 

숙련도에 따라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 과목 별 선호도를 체크하게 되는데 안타

깝게도 그 수업을 반드시 배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아예 배정을 못 받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교칙 상 기존 TA에게 먼저 기회를 준 다음 새롭게 지원한 TA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연락이 늦게까지 안 오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책임감 있게 정말로 

맡을 수 있는 수업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에는 지원자들의 해당 과목에서 받은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지만 저는 교환학생 중 

처음으로 TA가 되어, UBC에 아무런 성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1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 2학기 

TA를 지원) TA가 된 선례를 만들고 왔습니다. 단 지원서를 작성할 때 TA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황 설명과 함께 꽤 길게 썼습니다. 그러나 와보시면 알겠지만 TA라는 것이 한국

에서의 조교와 달리 이 수업을 먼저 듣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 정도의 느낌이어서 너무 다큐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서에는 다음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1. Explanation of Qualifications

2. Information on Prior Employment

3.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Speci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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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및 자격 등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므로 여기에서 굳이 구구절절 늘어놓

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국심사 후 자신의 Study Permit에 교내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

진 않았는지 (제 경우 “NOT ALLOWED TO ENGAGE IN OFF CAMPUS EMPLOYMENT 

IN CANADA”라고 적혀있었고 이 말인즉슨 교내에서는 일 하는 것은 따로 금지하지 않았으므

로 SIN 취득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IN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TA 

지원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거나 구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UBC Computer Science TA Application System: www.cs.ubc.ca/ta

SIN: students.ubc.ca/enrolment/finances/financial-advice/taxes-international/sin

▲ ICICS X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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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서 저의 TA 생활은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좀 울고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챕터를 살포시 건너뛰면 되시겠습니다. 1학기

에 컴퓨터 시스템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수강했던 저는 지원서에 제가 들었던 컴퓨터 시스템에

는 선호도 5점 만점에 5점, 공대 학생 용 컴퓨터 시스템에도 4점을 주었고- 이 쯤 되면 슬슬 

느낌 오시는 것처럼 2학기에 저는 공대 수업의 TA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학과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인터넷 프

로토콜을 한 학기 내에 욱여넣어 짬뽕시킨 과목이었고, 동일 학기 저는 그 중 두 과목인 운영체

제와 인터넷 프로토콜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공대 학생들이 이 많은 내용

을 단시간에 소화해 냈는지 (는 시험 평균이 거의 D급으로 나온 걸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도 합니다만- 물론 UBC는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성적은 모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저 대단

할 따름입니다.

결국 1학년 물리 F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후 처음으로 청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

일 중 3일은 Lab과 Office Hour를 맡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매주 나오는 Lab 과제를 채점(죄

다 코딩이고 하나씩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드럽게 오래 걸립니다)하고 다음 Lab 내용을 

벼락치기로 예습 및 복습했습니다. 아무리 벼락치기라고 해도 제가 단순히 아는 수준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닌,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의 다른 사람의 질문에까지 대답이 가능할 정도로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아는 내용이어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에 더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타 학교에 배우러 가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TA라는 포지션은 수업 내용에 대해 잘 알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극복할 만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것은 학생들에게도 크나큰 피해이고, 본인도 괜한 고생을 사서하는 셈입니다. 저는 제가 2학기

에 들었던 다른 수업들을 합친 것보다도 이 한 과목을 위해 공부한 시간과 양이 훨씬훨씬훨씬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TA로 일한 것은 UBC에 익숙해져 안일할 수 있었던 제 2학기 생활

에 활력소였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된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또 TA로서 만난 학생

들과 능력자 동료 TA들과의 인연, 그리고 얻게 된 평가자로서의 시각, 학습 태도, 자신감 등 

제게 매우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영어가 가능하고 2)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3) 1학기 수강했던 과목의 학부생 TA 지원이 가능하다면 꼭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하시면 조금 많이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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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 그 장대함에 넋을 잃다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경험보고서에 소개된 온갖 맛집과 여행지를 다 안

가보고 오면 손해인거 같은 생각- 안 드시나요? 뭐 안 그러시더라도 저는 그랬었고, 그런 손해 

보는 느낌이 싫어서 맛집 소개나 여행지 소개는 거의 건너뛰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무조건 더 많은 것을 먹어보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보다, 굳이 새

로운 곳을 가지 않더라도 익숙한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길게 추천목록을 뽑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추천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캐

나다의 자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사어구를 같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훼

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은 처음의 UBC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교내에도, 주택가에도, 공원에도, 

숲에도 넘쳐날 듯이 가득합니다. UBC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아예 인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자연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주로 다니고 캠핑을 한 번 갔는데 등산과 캠핑모두 되돌아보면 내가 무모

한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등산을 가질 않나 (결국 이 사람은 영국에서 온 “아주 위험하지는 않은” 사회부적응자인걸로 결

론 내렸습니다), 늦은 밤 얇은 텐트 밖에서 으르렁 거리며 싸우는 맹수들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

질 않나, 영하의 온도에서 눈 위에 텐트를 치고 후드만 입은 채 벌벌 떨며 있지를 않나- 눈 덮

인 산을 스니커즈로 등산한 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절벽 바로 옆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땐 진

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7시간의 등산을 이어갔지요.

드럽게 무거웠던 배낭과 함께한 7시간의 등산과 눈 덮인 산에서 스니커즈와 후드로 버

틴 것, 그리고 맹수들의 맹렬한 텐트 어택을 견뎌낸 결과로 얻은 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도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많은 별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아무런 불빛이 없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와 성단,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떨어지는 별똥별들, 교과서에서만 보던 수많은 별자리들…. 추위도 무서움도 힘든 것도 다 잊어

버릴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이 꽉 차있었다면 조금 상상이 될까요? 언제고 기

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고 싶은 곳 제 1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여행 본능을 일깨울지도 모르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며 이 챕터는 마무

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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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non falls (photograph by Anton Ura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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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e lake (photograph by Anton Uralev)

Anton의 다른 사진들: 500px.com/spnnr

▲ The Black T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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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살찌느냐, 요리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 저는 그다지 알뜰하게 생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까지 요리는 거의 할 줄 몰랐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2년간의 자취생활 동안 배가 

고프면 1) 고른햇살에 뛰어가서 참치김밥을 사오거나 2) 편의점에서 참치김밥을 사먹거나 3) 인

터넷에서 반찬을 주문해 데워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에는 김밥과 같이 저렴하면서도 맛있으면서도 한 끼 식사로 영양까지 충

분한 음식이 없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살은 살대로 찌는 것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결과 돌아와

서 몸무게를 재보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쪘..다...는.... (소오름). 어쨌든 그래

서 결국 요리를 시작했는데 서양식 요리는 한국 요리에 비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파스타의 경우 면을 끓이고 야채를 조금 썰어서 볶아 넣고 소스를 부으면 완성. 샌드

위치도 그냥 빵에 넣고 싶은 것 넣으면 완성. 고기도 다 손질된 거로 사오고, 야채도 다 썰어서 

냉동된 거로 사오고, 채소, 과일, 유제품 위주로 장을 봐오니 요리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도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전혀 몰랐던 피타(Pita), 잉글리시 머핀(English Muffin)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하고, 한인마트에서 반찬들 사와서 밥이랑 먹기도 하고.

▲ Stuffed mushroom caps

처음 파프리카 손질조차 할 줄 몰랐던 저를 칼 잡는 법부터 가르쳐서 가끔씩 같이 볶

음밥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매번 양파 썰게 시킨 고마우면서도 쬐끔 얄미운 친구, 고기 손질법

부터 크림소스 만드는 법, 맛있는 파스타 면, 치즈 종류 등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맛있었던 크림 파스타를 함께 만들었던 친구, 그리고 다양한 쿠키에서부터 정통 프렌치토스트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준 친구 모두 남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밴쿠버에서 생활 

할 때나, 유럽 여행을 했을 때 그들이 먼저 나서서 빵을 굽고, 요리를 하며, 그것을 즐기는 모

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가셔서 잠재되어 있던 포텐을 맘껏 

터뜨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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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a with cream sauce

▲ Tuna 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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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양각색 매력의 도시, 밴쿠버

가장 할 이야기가 많으면서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

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밴쿠버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밴쿠버라는 도시

의 다양성에 놀랄 만큼 정말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eetup을 추

천 드립니다. Meetup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점과 모임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 할 수도 있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잉여킹일때 이것만큼이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밴쿠버에는 찾아보면 아주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

는 그 중 1/100도 못 가봤지만 저보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색축제들이나 재미있는 곳, 숨겨진 

맛집 등 많이 찾아다니시면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Zombie Walk 라는 축제도 

있었는데 이건 따로 설명하기 보단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네요.

▲ Zombie Walk

설마 싶으시겠지만 밴쿠버에는 마리화나 축제도 있습니다. 마리화나 브라우니, 마리화

나 쿠키 등을 팝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서양인

이라고 모두가 다 마약을 하거나 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아래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고 밴쿠버에서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사회적 인식이 다를 

뿐입니다. 매우 자유분방한 나라 같지만 야외에서 음주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해안가에서 

경치를 즐기며 맥주 한 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모든 주류는 liquor store를 통해서만 판매되는

(일부 매장은 밤 9시에 닫기도 하는데 그러면 술을 구할 곳이 없으므로 마실 계획이 있는 분이

라면 미리미리 쟁여두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달리 편의점이나 식료품점에서는 절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팔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그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UBC의 바로 옆에는 누드비치인 Wreck Beach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주로 할아버지

들이 나체로 배구를 즐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피크닉 장소로 매우 적합(?)합니다. 감성 젖은 

밤에 어둠을 뚫고 가실 경우 모닥불을 두고 둘러앉아 히피들은 춤을 추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

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각자 악기를 가져와 즉흥연주를 합니다. 맑은 날에는 별을 보기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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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근육질의 노숙자, 프랑스에서부

터 무전여행으로 이곳까지 온 17세 소녀 등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 모두 

Wreck Beach이었기에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페이스북 좋아요정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UBC Confession 페이지를 추천해드립

니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과 비슷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UBC에서 지낼 때는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곳에 남기는 댓글로 유명해져서 신문 인터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알

아보고 해서 굉장히 우쭐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가끔씩 보면 아, 여기도 이런 (멍청한) 일 

들이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합

니다.

Q. HAS ANYONE ELSE NOTICED THAT THE SQUIRRELS ARE ALL SMALLER THIS 

YEAR OR AM I INSANE??!

A. I have to congratulate you because as unlikely it is for squirrels to all get smaller, you 

have probably gotten bigger. Becoming a big boy/girl comes with more responsibilities, and 

you will find that your new powers offer more conveniences in life. However don't let 

your inner child disappear, remember to learn to live and laugh in this world as you 

would in your childhood when squirrels were larger.

(포스트 원문 주소: 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37703133057031&id=133839236776756)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UBC에서 만든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즐겨 치시는 분이라면 Totem과 Gage의 라운지에 있는 그랜드피아노에 용기 내어 다가가 보시

기 바랍니다(안타깝게도 제가 머문 Fairview에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먼저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하며 정말로 멋진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름동안에는 UBC Bookstore나 SUB 앞에 피아노를 비치해 두기도 하는데, 

한 번은 해가 쨍쨍하던 날 이곳에서 신나게 연주하던 도중 지나가던 사람이 몇 천원 어치의 동

전을 던져주고 가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UBC에는 동아리가 약 300개가량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 즐거운 추억

을 쌓기 바랍니다. 저는 특이한 건 다 해보리란 마음가짐으로 퀴디치 동아리에 들어가야지! 하

고 결심했었으나 막상 축제 기간 즈음에는 한창 피아노에 빠져 있어서 UMI(UBC Music 

Initiative)와 Jazz Cafe 두 곳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동아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동아리여서 

오히려 큰 부담 없이 참여하고 더 많은 음악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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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 events (photograph by UMI)

밴쿠버의 매력에 대해 말하라면 정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워낙 묘사를 잘 못하

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Sunset Beach의 해질녘 모습, Vancouver Lookout에서 본 

야경 등은 저의 부족한 글 솜씨로 망쳐놓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밴쿠버를 가장 아름

다운 도시로 만드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주제로는 이미 가볍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아래 링크). 1학기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겹쳐 날림으로 작성했지만 두 학기를 모두 마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밴쿠버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만큼, 아직도 만난 모든 사

람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배우는 도시, 밴쿠버: 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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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너무 길어서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경험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결국 처음 예상한대로 정체불명의 글이 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설마 싶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나마, 정말 만약에 제게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0x01.ming@gmail.com로 언

제든지 메일 주세요. 컴퓨터학과에서 가장 잉여인 학생으로부터 나름 빠른 답장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높은 확률로 brushbrushbrushyourteeth.wordpress.com 라는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든 블로그인데 경험보고서에는 차마(?) 담지 못한 사적인 얘기들

도 조금 끄적여볼까 생각중입니다.

사진도 넣고 하다 보니 괜히 페이지수가 많아졌는데, 더 이상 쓰면 스크롤바 크기에 

압도되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네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돌아와서까지 제 생활의 나

침반이 되어준 시 두 편을 소개해드리며 경험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교환 학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기를 진

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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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 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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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딘� 스테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적인� 고통은� 많이� 겪을� 것이나�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리라.�

보라.� 나는� 시간� 시간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온� 사람� 중의� 하나이다.�

아,� 나는� 많은� 순간들을� 맞았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나의� 순간들을� 더� 많이� 가지리라.�

사실은� 그러한� 순간들� 외에는� 다른� 의미� 없는�

시간들을� 갖지� 않도록� 애쓰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이� 순간만을� 맞으면서�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까지� 체온계와� 보온물병,� 레인코트,� 우산이� 없이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무리� 중의� 하나였다.�

이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장비를� 간편하게� 갖추고� 여행길에�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많이� 꺾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