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ummer Session 후기 – RWTH Aachen

기계공학과 가동원

기계공학과 14학번 가동원입니다. 2017학년도 summer session으로 RWTH Aachen University에
서 Automation and Simulation이라는 수업을 3주간 수강했습니다. Aachen University의 summer
session 시스템과 Automation and Simulation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WTH Aachen summer session은 독립적인 하나의 캠프처럼 진행이 됩니다. 단기 유학처럼
Aachen의 학기 수업을 신청해서 Aachen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Aachen에서
수업을 듣고자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만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외에도 각종 여행, 파티, 행사 등
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말 summer session을 위해서 학교차원에서 많은 것을 체계적
으로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강한 Automation and Simulation이라는 수업을 같이 수강하는
30 ~ 35 명의 외국 친구들과 근처 여행지로 떠나고 바베큐 파티, 숙박,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모
든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관광지나 연구소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같이 갑니다. 저는 우리 학
교에서 Aachen으로 혼자 갔습니다. Summer session 온 한국인 역시 저 뿐이었지만 모두가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에서 출발하기에 어울리기 쉽습니다. 같은 수업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 좋습니다. 숙소는 3인 1실인데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을 우선
적으로 같은 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친구 2명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방을 같이 하
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미리 부탁하면 그렇게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Aachen summer session 비용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업, 숙박,
행사, 식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 포함된 상태의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숙박 시
설 옆의 베이커리에서, 점심은 Aachen 내부 식당을 이용합니다. 아침과 점심 비용까지 총 비용에
포함돼있습니다. 교통권을 주는데 이 교통권으로 어느 정도 근방은 free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Aachen summer session 신청을 미리 서둘러 준비하면 early bird로 몇 십만원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 이를 이용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수업은 타학교의 summer session에 비해 많은 수업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6시
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행사가 있는 날은 좀 더 짧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 수업을 듣지만 수
업 이후와 주말에 여유가 많습니다. 독일어 수업도 약 10시간 포함돼있는데 아주 기초부터 배우
기 때문에 부담없습니다. Automation and Simulation은 강의 제목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수치해석
부터 배웁니다. Numerical differentiation, Numerical Integration, ODE, PDE, nonlinear equation,
Continuum mechanics, Variational approach, FEM 등의 수치해석의 넓은 범위를 개념 위주로 배웁
니다. 미리 수치해석을 어느 정도 알고가면 편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데는 지장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MATLAB으로 GUI tool을 비롯해 수치해석의 개념을 푸는 방법을 배
웁니다. Homework은 따로 없지만 마지막에 시험 한 번과 조별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Automation and Simulation의 경우 시험의 난이도는 쉽고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이 없
는 과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별 프로젝트는 3~4명이 팀을 이뤄 주어진 주제 중에 하
나를 선정해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MATLAB으로 분석해 발표합니다. 외국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들의 발표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발표와 시험으로 성적이 나
옵니다. 다른 Aachen summer session과목에서는 S/U로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Automation and
Simulation은 grade로 학점이 나옵니다.
저는 단기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졸업을 빨리 해야해서 summer session을 참가했습니다. 외국
에 오래있는 것을 선호하기에 둘 중에는 단기 유학을 추천하는 바이지만, RWTH Aachen University
에서 워낙 summer session을 준비를 잘해줘서 굉장히 만족한 만큼 summer session이 가지는 장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RWTH Aachen University의 summer session은 두 번 참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 입학 후 최고의 경험 중 하나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