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x College 교환학생 보고서
신학대학원 110 기 이재민

*저는 2016 년 8 월부터 2017 년 5 월까지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낙스컬리지에 체류했습
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교환학생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필요한 기본절차들은 이전
에 낙스컬리지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쓴 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동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은 최소한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미 교환학생으로 확정된 분이실 것이라 생
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은 줄이고 기대감과 열정을 생기게 하고자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담
았습니다. 기본 정보들은 이전에 다녀오신 분들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출국전
교환학생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출국하기 전의 기간을 돌이켜볼 때에 나누고
싶은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1)영어 2) (사역을 하고계시다면) 사역하는 교회와
의 관계.
교환학생에 대한 공지가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띄게 게시되는 것이 아니
라서 (제 주위 사람들의 경험으로 볼 때에)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미 교환학생 조건으로 요구되는 영어실력을 갖춘 분이라면 편하게 준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으로는 단어집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
했습니다. (특정 출판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웬만해서 단어집이 잘 나와있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학원에 가는 것보다 독학을 추구
하는 스타일인데 Speaking 과 Writing 만큼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
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교회 사역이 바쁜 편이었기에 방학에도 정규강좌를 듣기
힘든 상황이어서 유동적이게 수강할 수 있는 Online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

고 한 번의 시험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들기에 사설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
사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고 실제 시험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교
환학생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출발 기준) 3 학년 1 학기까지 있으므로 준
비할 기간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인 혹은 대외
협력처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교회와 잘 소통하
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역
하는 교회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준비
하는 학생이 교환학생에 대한 준비를 홀로 한 뒤에 출국할 날짜가 얼마 남지않
은 시간에 교회에 그 사실을 (거의 통보의 형식으로) 나누고 사임을 하게 된 스
토리였습니다. 이러한 레퍼토리(?)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저의 경우는 교환
학생 준비를 하는 시작점부터 담당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준
비를 하는 전 과정에서부터 및 출국하는 날까지 (심지어 귀국을 할 때까지) 많
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시작
할 때부터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단편적인 답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상황, 담당교역자와의 관계 (혹은 친밀함) 등에 따라 이
야기를 나눌 타이밍 및 방법에 대한 지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무런 소통이 없이 끝까지 준비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한 꿈과 진실함이 명확하다면 이야기를 듣는 교역자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
리라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성적 및 요구조건을 달성했다면, 그리고 넉넉
하게 점수를 받으셨다면 학교를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무조건 학문적 인지도가 높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만’ 하고 앉아있
는 것과 같은 재앙은 없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요건은 그

야말로 다양합니다. 학교의 신학적 스펙트럼, 위치, 각 나라가 지는 문화 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매력적인 교환학생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정보들

을 수집하다 보면 가고 싶은 나라 혹은 지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 때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게 첨언을 하면 신학적 노선 혹은 견
해에 있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한국교회의 신학
이 지닌 전반적인 노선을 고려할 때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교들이 낯설게 느
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진 견해를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발전시켜 나가길 권면합니다. 낯섦 속에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단단
해질 부분은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떨어져 나갈테니까요.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른 교환학
생들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야하지만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대외협력처에서 알려주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면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과정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낙스 컬리지
에 입학상담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한국인입니다. (Megan Shin,
신지은) 메일(megan.shin@utoronto.ca) 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연락이 가
능하니 아마 다음에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은 준비하는 과정에 막히는 모든 사
항을 이분과 소통하면 무리없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현재 Th.m, Ph.d 등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한국인들은 모두 Megan 을 거쳐(?)갑니다.) 인터넷으로 보내
는 서류 뿐 아니라 실제 우편을 보내야 하는 문서들도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
하시길 추천합니다.
비자도 발급되고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 캐나다로 떠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학교에 있는 ‘아시아 캐나다 센터’를 담당하는 분과 미리 연락을 하면
공항에 픽업도 나오실 겁니다. (교환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시아 캐나
다 센터’이기에 부담없이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상 픽업이 안되
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공항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면 40 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짐싸기: 저는 이전에 다녀오신 분들의 글을 전혀 읽지 않고 준비했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고생을 한 유일한 점이 짐싸기 였습니다. 첨부한 기숙사의 사진

을 참조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짐을 가져가시길 추천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세탁 및 다림질을 할 수 있는 시설,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있습니
다. 보시다시피 침구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 격주에 한
번씩 침구류를 새 것으로 교체해줍니다.) 난방도 ‘상당히’ 잘 됩니다. 추운 겨울
에도 학교 내부에만 있는다면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도 충분하니까요. 냉방은
난방에 비해 잘 되지 않지만 (100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건물에 에어
컨 시설을 마구 설치하기는.. 힘들겠죠?) 교환학생 기간과 여름이 겹치지 않으므
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들고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다이소와 같은 1 달러 샵이 많이 있습니다. 도착 후에 날을 잡으셔서 필
요한 물건들을 한번에 사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노란색 등이 저와 맞지
않아서 오자마자 1 순위로 LED 스탠드를 샀습니다.)
2. 학교생활-외부활동
2.1 수업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낙스컬리지는 7 개의
컬리지로 구성되는 TST 에서 장로교에 속하는 학교입니다.(자세한 정보는 다른
글들을 참조.) 교환학생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허락 하에 청강도 가능하구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M.div 과정 수업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아닌 일반 컬리지의 수업을 들을
때에는 Graduate 이 아닌 Undergraduate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낙스 컬리지
에서 기존 M.div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의 자유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필수
적으로 들어야하는 수업들이 많기에 3 년동안 낙스컬리지가 아닌 TST 내의 다
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개수가 4 개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h.m, Ph.D 는 당연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
로 본인의 관심사에 맞게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첫 학기에 수강
2 개, 청강 1 개, 두번째 학기에 수강 3 개를 하였습니다. 과목에 따라 레벨이 있
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여 수강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제가 들었
던 수업의 목록 및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과목

교수

레벨

비고

2016-2

Reading the Old Testament

Brian Irwin

1

성경시험
페이퍼

(in Knox college)
2016-2

Hebrew reading and Exegesis

Brian Irwin

2

페이퍼+발제

(in Knox college)
2016-2
2017-1

Readings in Jewish Literature

Terrence

Graduate 청강

(in Wycliff college)

Donaldson

(5-6)

The book of Jeremiah

Marion Taylor

2

The theology of the City

Brian Walsh

3

Readings

in

Second

Period Texts (in NMC)

세미나/토론
페이퍼 여러개

(in Wycliff college)
2017-1

발제
페이퍼 2 개

(in Wycliff college)
2017-1

퀴즈

Temple Sarianna
Metso

4

시험
페이퍼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첫 학기에는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유사한 수업을
한국에서 들었기에 수업의 내용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
서 수업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놀 시간도 많았고 기말 페이퍼를 작
성하는 데에도 참고자료도 많이 읽고 좋은 글을 쓸 시간이 되었습니다. ㄷ두번
째 학기는 자유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첫 학기의 2 과목이 요구했던 분량 전

체가 두번째 학기의 한 과목 정도의 양이었기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2 학
기에는 모든 수업을 낙스컬리지가 아닌 다른 곳
에서 수강해서 다른 학교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NMC(Near

and

Middle eastern Civilization)에서 수강한 과목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NM 는 TST 에 직접적으로
속한 신학교는 아니지만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고대근동,중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기
관입니다. 그곳에서 개설하는 수업도 수강이 가
능했기에 신청했고, 사해사본의 일부를 함께 강 Knox 의 Brian Irwin(구약)과 함께
독하고 관련 논문들을 읽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사진은 낙스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Brian Irwin 과 찍은 사진
입니다. (수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시
면 답해드리겠습니다.)

2.2 학기 중 활동(내부)

기숙사에서 본 학교 건물

교환학생에게 배정된 University college 식당

*이전에 글을 올렸던 교환학생들의 상황(?)과 달라진 부분이 식당입니다. 예전에
는 New College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
씀드리면) 지금은 University College 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에게
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Meal plan card 가 제공되고 카드 안에 4000 달러 정
도의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카드가 유효한 곳은 university college 식당과 건물
앞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식당에는 다양한 메뉴(고정메뉴도 있고 매일 메뉴가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가 있는데 (new college 와 같은) 부페식이 아니고 드시는
만큼 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 학기 이용 후 남은 금액은 자동소멸됩니
다. 학기말에 카드에 남은 금액이 있으시면, 편의점에서 과자 및 음료수 등을
대량구매하시면 됩니다.^^)
낙스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환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행사는 1 박 2 일 간의 첫 Orientation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주 있는 채플 외에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저는) 권
면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학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학교의 대표로서 두 학교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환학생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학생 그
리고 학교의 입장에서 교환학생 제도가 유익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향후 교환학
생의 수용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교환학생 경험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
라도 길을 잘 닦는(?)게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
양한 행사는 저희들이 캐나다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지닌 은사를 공동체와 나누며 풍성하게 만들 기회 또한 좋겠죠?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참석한 프로그램들은 정기 예배(채플), 각종 세미
나, 아시아캐나다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기숙사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들, 졸업식 등입니다. 독특한 점은 낙스 컬리지 기숙사에는 낙스컬리지 학생 외
에도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주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낙스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정기 채플 1

Knox College 의 채플실

정기 채플 2

Knox College 건물의 일부

연합 찬양 축제 행사

2.3 학기 중 활동(외부)
낙스컬리지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
다. 우선 토론토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고 부대시설
들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1)학교 전체에
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 학교를 거닐다보면 다양한 포스터들을 통해서 각종
행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전체메일로 각종 행사들에 대해서 정기
적으로 알려주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2)체육관: 기존의 재학
생들은 돈을 내야하지만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Faculty Adviser 에게 이야기하면
전산처리를 해줍니다.(아마 낙스에서 토론토 대학에 지불을 한 것으로 판단됨)
학교 전체에 있는 큰 체육관 3 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큰 수영장 및 다양한 시
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곳일겁
니다. (다양한 운동동아리에 가입할 수도 있다.) 3)글쓰기 및 ESL 프로그램: 교환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프리젠테이션, 토론 참여 방법, 자료 모으는 방법 등 대학원생이 필요한 전반적
인 영어능력에 대해서 계발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것들 외에도 외국인 학생들끼리 서로 알고,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한 제공합니다. 시간을 놓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니 미리 숙지하여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길 추천합니다.
학교할동 외에도 캐나다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
변의 교회들이 제공하는 ESL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서 다양한 이들과 교제를 할
수도 있으며, 토론토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런
주요한 정보는 교회의 ESL 에서 알려준다. 혹은 www.toronto.com 같은 곳을 참
조하면 된다. 또한 필자의 경우 실내암벽등반장이 근처에 있어서 교환학생 체류
기간동안 자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 마음껏 경험하고, 문화도 익히길..!.
*Tip: 공립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9 시에 토론토 시내에 있는 다양한 시
설들(박물관, 미술관, 역사 유적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짜(!)표를 조금씩 배

부한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도서관카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매주 토요일에 조금
만 일찍 가서 줄을 선다면, 토론토 시내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가입 후 어플을 이용하면 토론토 공공도서관에 있는 다
양한 책들 또한 대출이 가능하다. 오디오북 또한 대여가 가능한데,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2.4학기 외
활동
학기 외 활동
을 누릴 수 있
는 시간은 크
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교환학생 기간이 시작하기 전후의 시간, 2)겨울방
학, 3)Reaing Week.

크리스티(마을 이름)의 축제
낙스 교회 ESL 프로그램

Reading week 는 사실 정규학기에 포함되기에
학기 외 활동의 부분에 넣기 모호한 부분이 있
지만 교환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몇 안되는 큰
휴일(?)이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에 교환학
생으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여행 혹은 긴 시간
을 투자한 무언가(?)를 하고싶다면 이 때가 가
장 좋은 기회들입니다. 필자는 트론토 근교(나
이아가라 폭포, 알곤퀸 등), 미국(뉴욕, 시카고),
유럽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Toronto 전체를 무대로 하는 축제: Nuit Blanche

발생하고 특별히 교환학생으로서 체류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실내암벽등반

관련이 있지는 않으므로 사진은 생략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나가있는 특별한
기간동안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누리고 올
수 있다면 감사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3. 출국 및 귀국과정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교에서 교환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중요사항들은(귀국날짜 등) 주기적으로 대외협력처를 통해 보고하시기를 권면합
니다.
4. 결론
교환학생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 무조건 가시길 권면합니다. 장신
대 재학기간동안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자부합니다. 두려
움이나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선물들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것들, 그
리고 이전의 교환학생들이 기록한 정보들 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
든지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8 개월간의 행복했던 경험들을 열심히
(?)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