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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와 에너지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작지만 내실이 강합니다. 강
력한 법치국가로 치안이 좋고 안전합니다. 동남아 중심에 위치하였기에 동남아 주변 국가뿐 아
니라 인도나 호주 서부 등까지도 여행하기 용이합니다. 국가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므로 영어
를 배우기 적합합니다. 근래 한류의 영향으로 보통 싱가포르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대학은 싱가포르 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입니다. NUS는 각종 공신력 있는 세계대학평가에서 아시아 최고의 위치
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NUS 화학공학과의 순위는 QS 기준으로 세계 5위 (2015) 입
니다. 학과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통 화학공학에 대한 교육을 심도 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고유의 매력, NUS 화학공학과의 수월성과 교육 방향에 매료되어 싱가
포르 단기유학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1.2 본 글은 다른 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준비는
다른 분들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교환학생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정도 감을 잡
았을 때 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 US달러가 아닌 SGD를 의미합니다. 1$=877.39원이며 한국에서 구매 시에는 1$=899.32원
입니다. (2016년 2월 말 기준) 빠른 계산과 예산 절약을 위해 1$=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
산하면 좋습니다.
2. 출국 전
2.1 티켓 발권은 에어아시아를 이용했습니다. 출국 3개월 전에 끊으면 왕복 50만원 선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입국 티켓을 오픈 티켓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변 국가로 여행을 좀 더 다니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오랜 타지 생활의 여파
로 피로하여 더 일찍 들어오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비싸더라도 입국 티켓을 오픈 티
켓으로 끊는 것을 추천합니다.
티켓 구매 시 수화물은 25kg로 신청했습니다. 최대한 챙겨 넣은 28인치 캐리어 무게가 24kg
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더라도 저가항공의 경우 무게를 여유롭게 해놓고 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초과되는 무게의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추가지불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고 타는 짐의 경우 7kg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소형 캐리어를 많이들 들고 탑니다.
2.2 NUS는 큰 규모만큼이나 큰 규모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U Town (University
Town), PGPR (Prince George’s Park Residence), Hall로 나눌 수 있습니다. U Town은 외국
인 기숙사인 U Town Residence와 학생 교육을 위한 Residential College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 복지를 위한 호화로운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GPR은 개인 거주에 특화된 기숙사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Hall은 해리포터의 기숙사 같은 개념으로 각 Hall마다 특색이 다
르며 주로 로컬 학생들이 거주합니다. 시설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격은 한 학기 기준으로
PGPR ($1800~$3000) > U Town ($2200~$2500) > Hall ($1200~$1800) 정도입니다. Hall
이 싼 경우는 방을 Sharing할 때만 적용되며, 대부분 1인실은 최소 $1800 이상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또한 에어컨 여부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교환학생은 PGPR과 U
Town에 배치됩니다. POSTECH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Hall에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
다. 저는 U Town 내의 CAPT (College of Alice & Peter Tan) 에 거주했습니다. 화학공학과에
가까운 기숙사에 살고 싶었던 저는 Raffles Hall에 지원했으나 떨어져 Temasek Hall에 배치되
었습니다. 학과에서 멀리 사는 데다가 Hall의 단점들을 감수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기숙
사 확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기숙사로 재배치 되기까지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NUS는 기
숙사 신청이 POSTECH과 달리 무척 치열하여 무려 출국하기 10여일 전까지 기숙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학교 바깥에 살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금액을 알아보니
가장 좋은 기숙사의 두 배 가량에 해당했습니다. 기숙사 담당하는 직원에게 절박하게 메일로
여러 차례 부탁하여 College of Alice & Peter Tan에서 우연히 발생한 한 자리를 출국 당일 가
까스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 분께 메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3 환전은 필요한 걸 다 해가지는 않았고 초기 정착 비용($600) 만 들고 갔습니다. 시티은행 국
제현금카드를 가까운 시티은행에서 발급받아 지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시티은행 ATM을 생각
보다 많은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더 저렴하게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티은행의 출금 수수료가 출금 금액에 상관없이 1달
러 + 전체의 0.2%가 부과되기 때문에 타행의 VISA, MASTER 카드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
니다.
2.4 체크인 기간에는 직원들이 밤새 일하기 때문에 밤 늦게 도착해도 기숙사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도착한 첫 날 캡슐 호텔에서 잤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밤 늦게
도 기숙사 체크인이 가능해서 슬펐습니다.
2.5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신다면 공항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30~$50 가량이 듭니다. 아끼려고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오다가 캐리어가 무게를 못 견디고
바퀴가 부서져서 끌고 오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3. 생활
3.1 싱가포르에는 Singtel, Starhub, M1 과 같은 통신사가 있습니다. 품질이 좋으나 상대적으로 비
싼 Singtel, 품질과 가격이 적당한 Starhub, 품질이 좀 떨어지지만 싼 요금제를 제공하는 M1.
이는 우리나라의 SKT, KT, LGT와 비슷한 구도입니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일정 Balance를 충
전하면, 이 요금 내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0를 충전하
면 7$의 요금제를 7회 결제할 수 있는 식입니다. $7 요금제는 일주일에 1GB의 데이터를 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요금제입니다. 이후에는 $1 요금제를 사면 이 기간을 일주일 연
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 요금제 2회, $1 요금제 2회를 결제하면 $16에 4주동안 2.02GB
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때제때 잘 가입하여 데이터를 사용하면 한국에서보다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금제를 결제하고 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Balance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사용하면 1KB에 0.2센트 가량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렴해 보이지만 500KB에

1달러, 즉 15메가에 3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60를 충전하고
30$는 1달간 3GB를 주는 요금제에 가입했고, 남은 30$는 나중에 다시 요금제에 가입하기 위
해 아껴 두고 있다가 무심코 3072mb (3GB) + 15mb를 사용하는 바람에 밸런스 $30를 모두
날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몇 번 있었던 사례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2 싱가포르에서 과외를 하면 경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지는 않고 주로
Korea.com.sg (코닷싱) 이라는 커뮤니티를 주로 이용합니다. 구인구직 게시판에 다른 교환학
생들의 양식을 참고하여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는 한인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거
주하고 있으며 NUS 교환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입시에
정통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어서인지 과외 선생님으로서 수요가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월급이
아닌 일급, 주급을 주로 받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시급 $30, 중-고등학생의 경우 시급
$35~$45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너무 먼 곳으로 과외를 다니거나 과외를
많이 하게 되면 여행을 다니거나 하는 데 있어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
니다.
3.3 학생증은 잃어버리지 않게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학생증은 각종 시설의 출입과 신분 증명에
사용됩니다. 재발급은 시간이 일주일 가량 걸리며 그 기간 동안 막대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회 분실 시에는 $30, 2회 분실 시에는 $80이며 3회 분실 시에는 $200을 내야
합니다.
3.4 College of Alice & Peter Tan(CAPT)은 U Town 내의 Residential College로, 우리학교의 RC
처럼 RA가 매 층마다 있으며 주로 저학년들이 거주합니다. RC 행사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세
개의 층마다 한 House를 이루어 함께 활동하여 서로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CAPT의 경우 의무적으로 Meal Plan에 약 $800 가량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
우 탐탁치 않았으나 이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밀플랜으로는 조식과 석식을 먹게 되는데요. 조
식의 경우 만두, 시리얼, Malaysian, 샌드위치, 토스트, 머핀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
으며 무제한 우유와 요거트 등이 제공됩니다. 석식은 Chinese, Indian, Malaysian, Western으
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역시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에 3회까
지 받을 수 있어 이것저것 가져다 놓고 먹어도 되며 친구를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습
니다. 도시락 통을 따로 사서 조식을 도시락에 담아 점심에 먹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대체적으
로 영양 균형이 맞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건강히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사로 몇 번을 사용했고, 몇 번이 남았는지는 https://myaces.nus.edu.sg/Prjhml/login.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권한은 폐기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유타운에는 Meal Plan 식당 말고도 푸드코트와 식당가가 따로 있습니다. 다들 맛있으니 한 번
씩 돌아가며 도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Hotpot이나 Chicken Noodle, Indian Prata 등은
한국에 오면 먹기 힘든 맛이니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유타운에 있는 헬스장은 NUS 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제가 나올 때 리모델링을 하여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Town Green이라는 유타
운 중심가의 잔디밭에서는 친구들과 원반을 던지고 놀았습니다.
CAPT에서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 방에 에어컨이 없었
다는 것입니다. 싱가폴에서 에어컨은 냉각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Haze라는 미세먼지 창발기간

에는 창문을 닫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 때 에어컨이 없으면 공기가 안 통해 너무 덥고 공기 정
화도 안되기에 창문을 닫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U Town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에어컨 있는 RC나 UTR (U Town Residence)를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Haze만 없다면
방마다 큰 Fan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어도 살 만합니다.
3.5 제가 들었던 과목은 모두 화학공학과 전공 과목으로,
CN3121 Process Dynamics & Control, 4학점
CN3124 Fluid & Solid System, 3학점
CN3135 Process Safety, Health & Environment, 3학점
CN3421 Process Modelling & Numerical Simulation (청강), 4학점 입니다.
과목에 대한 설명은 http://www.nus.edu.sg/registrar/nusbulletin/modulesearch.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표는 https://nusmods.com/ 에서 짤 수 있습니다.
네 과목 모두 수강신청은 어렵지 않게 성공했습니다. 중간고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있다
하더라도 비중이 무척 낮습니다. 출석은 자율이며,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40%, 기말고사의 비
중 60% 정도로 프로젝트와 기말고사 결과에 따라 성적이 결정됩니다. POSTECH에서 시험이
너무 많은 과목들을 들을 때면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부담 없이 원하
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든 수업에 강의 (Lecture)와 연습 시간 (Tutorial) 이 있
어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배운 후 연습시간에는 실전 문제풀이를 하고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팀 프로젝트가 있어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
가의 학생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다들 능력이 출중하여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3.6 외국어 수업이 무척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언어이던지 레벨 별로 수강이 가능하며 대화
위주의 집중적인 교습을 거쳐 해당 언어 초급의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저는 청강으로 듣고 싶었지만 원칙적으로 청강이 불가능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하
시는 경우 수강신청의 높은 순위에 외국어를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