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Berkeley 단기유학 후기
- 2014 Fall Semester -

산업경영공학과 12학번 김민희

• Berkeley에서의 생활
Berkeley 지역 주변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인종 차별
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일식, 중식은 물론 한식도 학교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Berkeley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내지 거리에 SF가 있어서 쇼핑을 하거나 관광을 할 때 쉽게 나들이를 갈 수 있
는 정도입니다. Berkeley 밑엔 Oakland라는 곳이 있는데, 흑인들이 많이 살고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이 곳에 Kmart(버스를 타고 3-40분 거리)에 가면 쌀, 김치, 한국 과자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팔고 있어서 가끔씩 장을
보고 오기 좋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꼬리곰탕 등 생각치 못한 한식점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후기에 날씨가 정말 좋다는 말만 듣고, 옷을 가볍게 챙겨갔었는데, 가을학기가 되면 많이 추워지는 편입니
다. 혹시 가을 학기에 단기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패딩 정도도 챙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곳에서 싸게 옷을 살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고 아주 저렴한 옷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까운 곳에 STAPLES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문구류를 같이 파는 하이마트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도 제법 크고, 주로 다양한 종류의 문구류와 전자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학기초에 가면
promotion을 많이 해서 값싼 가격에 문구류를 구매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저는 옷부터 문구류, 대부분의 생활 용품들을 모두 미국에 와서 구매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미국에서 구매
하시길 추천드리는 제품은 ‘헤어드라이기’입니다.(특히 여학생분들)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돼지코를 사용하면 헤어드라이기의 경우 정말, 정말 세기가 약해집니다.
주변 맛집이나 음식점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의 후기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생략하고, 주거와 수강했던 과목
에 초점을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주거
제가 가기 전에 단기 유학을 UCB로 가셨던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i-house라는 국제학생기숙사에서 사셨던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학기(2014년도 가을 학기) 때부터 i-house의 경쟁률이 치열해진 것인지, 우선 순
위에서 많이 밀려나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apartment에서 생활했습니다. 출국 전 Craigslist 등의 사이트를 통

해서 방을 빌리려 했지만, 1.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 2. 6개월 밖에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집을 구하기
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출국 후 일주일 정도 방을 보러다닌 후 학교 앞 telegraph ave의 student
apartment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곳은 telegraph commons라는 곳인데 가격이나 시설 면에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2학기 이상 단기 유학을 다녀오
실 분들은 더 싼 가격에 좋은 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룸메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이라도 문화차이에서 발생하
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6개월 내지 1년을 같이 살 룸메이트는 단기 유학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을 구하실 때, 꼭 룸메이트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대마초 흡연 여부 등!)
i-house가 아닌 자취를 할 경우,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나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드
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 유학을 와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쉽게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면 대부분 친절하게 응해줍니다. 저 역시 Berkeley에 도착한 후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때 새
로 만난 많은 분들께서 친절히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행동들(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사
람이 인사를 건낸다거나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이 인사를 건내는 것들) 모두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제가 미
국인 친구와 나눈 얘기들 중 인상깊었던 것이, 그 친구가 asian restaurant의 점원들은 모두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점원들이 과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내고 말을 거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반면에 그 친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asian 점원들을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웃으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수강 과목
사실 UC Berkeley에서 저희 학교 산경과 과목과 잘 맞는 IEOR 과목을 찾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14년
봄학기에는 최적화 개론 등이 열렸지만, 가을학기에는 이마저도 열리지 않습니다.(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
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IEOR 과목이 아닌 4개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ninja courses 등의 사이트를 보시면 교수님이나 과목에 대한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맹신해서도 안되지만,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ENGIN XB28 - 001 BASIC ENGR DES GRPH
Engineering 과목으로 solidworks, AutoCAD 등의 사용법과, 설계, 도면 작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배웁니다.
학기말에는 team project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설계합니다. 제가 있었던 2014년
2학기 때는 세 개의 공(탁구공, 골프공, 라켓볼)을 2m 멀리 있는 box에 넣는 구조물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
리 학교 전산 제도 및 설계 과목과 가장 유사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AutoCAD를 배우기는 하나 기본적인
수준이고 전산 제도 및 설계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2. STAT XB135 - 002 CONCEPTS OF STAT
통계학과 과목으로 통계의 기본적인 concept를 배웁니다. 제가 수강한 2014년 2학기 때는 매주 숙제가 있었
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통계프로그램인 R을 이용해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 R
을 접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Murali Stoyanov, S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셨는데, 가끔 유머러스 하시고 수업도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 INFO XB225 - 001 MANAGING INFO COS
본 과목은 제가 수강했던 과목들 중 가장 challenging한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1회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BCG
컨설팅 출신의 교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기본적으로 ‘토론’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강했었을 땐, 저
외의 모든 수강생들이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고, 또 토론을 진행하면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
의 의견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1개의 Harvard Business Review를 읽고 와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역할극 같은 것도 해보면서 경영이나 컨설팅 등의 기초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
소에 경영이나 컨설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듣는다면 정말 좋은 과목일 것 같습니다.
4. INFO XB271B - 001 QUANT RES METHODS
본 과목은 기본적인 통계 지식과 정량적 연구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실험 설계, 설문조사, R에 대해서 배우
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면 좋은 과목입니다. 다만 통계적인 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 많고, 교수님께서도 대
부분 실용적인 방면에서 접근하십니다.

• 그 외에 드리고 싶은 말씀
저 역시 그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모두 유학을 가기 전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후기를 읽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글만 읽고 모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막상 Berkeley에 도
착하니, 후기를 읽고 예상했던 것들이 아닌 많은 변수들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2014년도 가을학기에 Berkeley
에 다녀왔습니다. 매 학기 학교 정책, 수강 과목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꼭! UCB 공식 홈페이지와 extension
program에 대한 공지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국 후 방을 구해야한다거나,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수강인원이 꽉 차서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browdog@postech.ac.kr로 언제든지 메일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