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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솔(옥스퍼드대학 역사학과)

1학년 AISG(광저우)

2~7 HKIS(홍콩) 

8학년 SAS(푸동)

9~12학년 SAS(푸시)

옥스퍼드 대학 (2019-현재)

역사학과를 선택한 이유. 

역사는 내가 확실히 좋아하는 주제였다. 

역사에 관한 분야의 일은 평생 해도 만족스

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전공이 취직에 얼마나 유리할지는 큰 걱정

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

는 것을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내가 평생 그 

분야의 직업만을 가질 확률이 희박했다. 대

학에서 무엇을 배우든 앞으로 다양한 직업

을 오가게 될 텐데, 굳이 취업만을 목표로 

전공을 고르고 싶지 않았다. 다니게 될 대학

이 취업보단 학문연구에 더 비중을 두기도 

했기에 이왕이면 관심이 있는 전공을 선택

해서 최대한 알차게 배우고 싶었다. 

옥스퍼드대학 역사학과 교과과정

전공 자체가 꽤 광범위한 학문이어서 내

가 하고 싶은 주제를 고를 수 있다. 다만 학

교에서 정해주는 시대와 큰 주제에 맞춰서 

수업을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

는 3년 동안 영국사 2과목, 세계사 2과목, 유

럽사 2과목, 고대사 1과목, 중세사 1과목, 현

대사 1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 느슨한 틀을 잡아주고 그 

외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정

하는 것이다. 1년에 3학기가 있고 한 학기에 

주로 2과목을 들어야 하니 1년에 6과목 정

도를 수강하게 된다.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영국이라는 나라보단 대학을 선택한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영국과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고, 영국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정이 

없다. 옥스퍼드대학은 매력적인 점이 많아

서 선택하게 됐다. 

옥스퍼드대학의 장점

학계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지만 한 과목

을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옥스퍼

드 대학은 최고의 선택지였다. 속되게 말해

서 역사를 “덕질"하고 싶었다. 영국대학의 

시스템이 이것에 잘 맞춰져 있었다. 다른 대

학에서 내가 찾는 경험을 하려면 박사나 석

사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았다. 반면 영국대

학은 3년제여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과

정을 마칠 수 있다. 한 과목을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유학 생활은 어떤가. 

1학기와 2학기를 합해서 약 4개월 반을 

영국에서 지냈다. 유학 생활은 괜찮았다. 분

위기가 엄청 조용했고 그게 적성에 잘 맞

았다. 딱히 외롭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론 혼

자 사는 게 꽤 즐거웠다. 내 시간을 마음대

로 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

도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

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정말 

별거 아닌 예시지만, 가족과 살 때는 서랍 속

에 항상 있던 후시딘이 혼자일 때는 더는 당

연한 것이 아니었다. 

과목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 학기 동안 한꺼번에 여러 수업을 듣는 

대신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한다. 앞서 말

했듯이 2과목 정도를 아주 심도 있게 배우

게 된다.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하나씩 쓰고 그 분야의 전문가와 일대일로 

한두 시간 동안 논의한다. 한 가지 단점이 있

다면 공부를 하면서 고립감을 적지 않게 느

낀다는 것이다. 학생으로서 지도받는 부분

은 적고, 매주 독서 목록을 받는 것뿐인데, 

이 독서목록을 혼자 읽고 연구해야 한다. 이

런 시스템은 배움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

지만 학생으로서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교수님과 일대일 논의 시간에 

스스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내 

이해가 정확한지 피드백을 주신다. 가끔 교

과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법률이나 투자은행 같은 업종을 생각해

보는 중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

해 그 업종들에 맞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준비하는 직업을 얻게 되어도 몇 년만 일하

고 다른 직업을 찾게 될 것 같다. 

학생기자 김지영 (SAS 11)

--------------------------------------------------------

수의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수의학과를 가기로 한 가장은 큰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또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더 

가까이에서 돕고 치료하고 싶어서 수의학과

를 선택하게 됐다.

이다민(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의대)

1~12 SMIC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의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그 

중에서 다른 학과와 차별되는 수의학과만의 특징은?

부다페스트 수의대의 특징은 수의대 전문

학교이므로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공부 환경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총 1800

시간의 임상실무(Clinical Practice) 시간이 

있고 본과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메인 캠퍼

스에서 떨어진 곳에서 실습과 진찰을 할 기

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부다페스트 수의대

에는 각 분야에 특화된 실습 기회가 많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필수 과목 시험을 통

과하지 못해 유급할 시 학생들은 Inactive 

year 을 갖게 되고 그 동안 학생들은 재시험

을 준비한다. 그 시기에 학교에 올 수는 있

지만, 교양 과목들을 제외한 고학년 전공과

목들은 들을 수 없다.

또한, 부다페스트 수의대에서는 많은 시

험이 필기시험이 아닌 구술시험으로 진행된

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 치르는 생물 

물리학 기말고사가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시험 당일 랜덤으로 주제를 뽑아 

그것을 교수님께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부

다페스트 수의대의 기말고사 기간은 1달에

서 2달 사이로 타과 대학들에 비해 굉장히 

길고,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시험 날짜를 선

택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시 재시험의 기회가 2번 더 주어진다.

많은 외국대학 중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헝가리 수의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다양한 국가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부다페스트 대학 외 다른 헝가리 의과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득

한 수의사 면허는 EU 공통 인증이 되기 때

문에, 보다 더 다양한 나라에서 일할 수 있

‘유럽 대학’ 진학한 선배에게 진로를 묻다 
“옥스퍼드는 역사 ‘덕질’에 좋은 대학” “EU와 한국 수의사 면허 가능한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