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생활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굴이나 머리색도 다르고
그다지 친숙하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떠나서? 자,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으세요?
뉴질랜드에서의 살기로 한

선택은 아마도 제 생애에 결정해야할 가장 큰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소위 말하는 뉴질랜드의 Kiwi life 라는 것이죠.
물론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까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제 첫 번째 답은 'S'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Sport. 운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종목은 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Net Ball 이라는
운동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Year8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내 친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덕분에 Year8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답은 ‘인심이 후해야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맛있는 점심을 싸왔을 때는. 아마도
친구들은 나누어 먹는 것을 정말 반가워 할 거예요. 제 경우에는,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항상 2 인분의 점심을 준비해 왔어요. 저의 경우를 보면, “맛있는”음식을 실컷 나눠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오늘 일어난 일이나, 멋진 남학생 얘기나, 누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등등. 아시잖아요, 여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지..
이런 수다가 제게는 매우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전부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듣기나 말하기 시간의 연장선 같은 거죠. 이건 동시에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도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 사이에 좋아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을 후하게 쓰면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연필깎이에서부터 간식까지. 저는
사탕이나 팝콘 등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일 엄청 잘 먹는 친구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공평하게 나눠먹게 되지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마다, 저는 배고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만일 여러분의 음식을 친구들이 모두 먹는 것을 보고 있기만 하다면 그리
즐겁지 만은 않을 거예요. 하니만 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함께 해 준 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제 생애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이번의 모험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생활을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3 분간의 긴 얘기를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일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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