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arlow 복수학위 후기
2019년 2학기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칼로우에 위치한 IT Carlow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으로부터 차로 약 1시간 10분가량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
습니다. 처음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 도착해서 학교측의 픽업 서비스를 통해서 칼로우까지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픽업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학교측에서 도움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학교
에서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1:1 도우미 시스템이 없어서 집 구하기, 유심개통, 거류증 발급. 생필품
구매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복수학위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영어를 배우러 가
기보다는 모든 전공을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를 적절히 사용한다는 느낌
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주 생소한 아이리쉬 악센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영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영국인 룸메이트조차 아이리쉬 악센트를 이해
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수업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끝났으며, 공
강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2시간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보다 수업시간이 상당히 많
아서 조금 벅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명으로 이루어진 아일랜드, 프랑스, 중국, 학생들과
소수의 인원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수업의 질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수님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어서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배
우는 기본 이론 교과목들은 전부 새롭게 배우기보단 이미 배웠던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공
업수학을 영어로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실습 과목은 실제 산업현장과 접목한 자율
컨트롤링 시스템, 밀릴, CAD, 구조해석을 배웠으며 모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해서 조금 어
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학기는 9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끝나는 3학기로 구성되어있고 12월의 크리스마스, 4
월의 부활절을 포함하여 총 2번의 방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복수학위 프로그램
에 참여한 동아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였습니다. 유럽권 내의 항공편은 매우 저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때마다 비행기 가격을 확인해보고 여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터키로 가는 항공권이 한화로 약 3만원이었고 터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이슬란드, 네덜란
드, 덴마크 그리고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행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통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영어라는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하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1년동안 공부하며 학위를 얻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이론으로만 배웠던 과목들을 Development
Project 수업을 통해 실제 기업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제품 발표, 제작을 통해 실제 산업현
장을 이해 할 수 있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생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두려움
을 점차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부족한 아일랜드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도 학교에서 자주 개최되었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턴 기회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업
에서 학생들을 직접 찾으러 와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
고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