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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1) 카드
저는 VIVA 2 체크카드(마스터카드)와 중국 통 체크카드(유니온페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
다. VIVA 2 체크카드는 출금수수료가 가장 저렴하여 현금 인출시에 사용하였고 중국 통 체
크카드는 체류기간동안 이벤트로 사용금액의 10퍼센트를 페이백으로 제공해주어 큰 돈을
써야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학교 내에 ATM이 두 대 있는데 모두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사용가능합니다.

2) 비자 발급, 보험, 기숙사 신청
학교에서 심사가 끝나면 교환학생 합격 통보와 함께 여러 서류가 담겨 있는 pdf 파일이
메일로 도착하게 됩니다. 메일 도착일로부터 약 14일 안에 서류 작성을 완료하고 인쇄하여
우편으로 HKUST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일을 빨리 처리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파일에
는 비자 발급 신청서, 보험 신청서, 기숙사 신청서가 담겨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할 때, 최근
에 찍은 여권사진, 여권 사본, 재정 증명서(홍콩에서 교환학생 기간 동안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HKD 450) 결제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은 HKUST에서 직접 제공해주며 HKD 985에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4시간 전부
터 150일간 보장됩니다.
기숙사는 1학기 기준, 1월 24일부터 6월 3일 정오까지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Hall 1~9
중 세 개를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으나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Hall 숫자
가 클수록 최신식이지만 학교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Hall 2에 거주하였는
데 시설들이 남자 구 기숙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숙사비는 Hall, 방의 구조(2인실
또는 3인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수강신청
포비스에서 신청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지만, waiting list가 존재합니다. 수강정원을 넘어
선 인원이 신청했는데, 수강신청에 성공한 사람이 취소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
원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과목번호가 높을수록 선수과목이 필요한데 이때는 교수님들께 메
일로 성적표를 첨부하여 선수과목을 수강하였음을 증명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학교 생활

1) 기숙사
방이 큰 편은 아니며, 2인실보다 3인실이 더 좁습니다. Hall 1~5는 기숙사 자치회가 따로
있고 행사도 많은 편이라 기숙사 자체가 시끄러운 날이 많습니다. 세탁실은 기숙사마다 한
층에 있으며, 세탁기는 35분에 HKD 7, 건조기는 6분당 HKD 1이 필요합니다. 에어콘은 각
방마다 한 개씩 있으며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이 또한 75분당 HKD 1이 필요합니다. 이때
요금은 현금으로 낼 수 없고, ID 카드에 돈을 충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베개와 이불은 한
국에서 직접 가져가기보다는 근처의 MTR 역(Hang Hau)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저렴한 걸 사
고 퇴실할 때 버리는 것이 편합니다.

2) 수업
수업 방식, 시험 난이도는 포스텍과 비슷한 편입니다.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며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간고사 직후, 기말고사 직전에 Study Break라 하여 약 일주일 간 수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교환학생들은 보통 이때 여행을 다녀오는 편입니다. 중간고사 날짜
는 교수님이 직접 정하시지만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모든 개개인의 학생의 각 과목 시험 시
간이 겹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이 주말 포함하여 2주일 정도 됩니다.
(1학기 기준, 5월 18일 ~ 5월 30일) 이때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시험이 취소되기도 하며,
그 시험은 시험기간 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3) 교통
학교가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근처의 MTR(지하철) 역으로 가는 버스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대신 오후 6시쯤엔 현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줄을 서야 버스를 탈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한적한 편입니다. 홍콩에는 우리나라
티머니와 비슷한 옥토퍼스 카드가 있습니다. 버스, MTR 외에도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상당히 유용합니다. 학생 옥토퍼스 카드를 만들어 사
용하면 MTR 요금이 절반으로 할인됩니다.

4) 식당
학교 내에는 식당이 많은 편입니다. 중식, 일식, 태국식, 양식 식당들과 맥도날드, 카페 등
이 있고, 가격은 대략 HKD 25~45 사이로 외부에서 사먹는 것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학
교 내의 슈퍼(Park n Shop)에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외부 가격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약 35퍼센트 할인
을 해줘서 항상 북적이는 편입니다.

3. 기타

1) 여행
홍콩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학기 중의 주말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의 관광지들을 돌아보
실 수 있습니다. 여러 관광객에게 유명한 침사추이, 몽콕, 센트럴부터 홍콩 디즈니랜드, 오션
파크, 페리를 타고 갈 수 있는 여러 섬들,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디스커버리 베이, 홍콩
의 잘 보존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홍콩 습지공원 등 생각보다 많은 관광지들을 대중교통
을 이용해 편하게 가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 근처에 여러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가항공을 이용해 Study Break 기간동안 말레이시아, 태국을 다녀왔습니
다.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MTR을 타고 중국(심천)으로 갈 수도 있고, 페리를 타고 마
카오를 갈 수도 있습니다.

2) 핸드폰
저는 ONE2FREE 회사의 선불 유심을 사서 한 달 동안 1GB를 제공해주는 플랜(HKD 88)을
매달 구매하여 잘 사용하였습니다. 학교 내의 거의 모든 곳에 와이파이가 되어서 1GB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도 잘 되어서 통화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3) 날씨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 3월은 쌀쌀하기 때문에 오실 때 외투
두 벌 정도는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4월은 비교적 선선하고, 5월 말부터는 급격히 더워지
기 시작합니다. 다만 언제나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방은 바다가 바로 보이
는 방이라 그런지 습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건조기로 빨래를 말려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눅
눅해질 정도라 제습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 후기가 HKUST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dldmlghks11@postech.ac.kr로 메일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