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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준비사항
1) 수강신청
Summer session 프로그램 합격 공지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행기 티켓 예매와 수강신청입니다. Summer.berkeley.edu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강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기간에 어떤 과목이
열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는 학교의 학점인정
담당 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듣고 싶은 과목의 (교선, 전선 등)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을 듣고 귀국해서 인정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편을 권장합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수 시간, 커리큘럼, 실러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2) 주거
수강신청 후에는 섬머 세션 기간 동안 보낼 집을 구해야 합니다. 가능한
선택지로는 저희와 같은 international student 들이 지내는 기숙사인
international house(I-house)와 버클리 학생들이 방학동안 집을 비우는
기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sublet 이 있습니다. 저는 비용이 더 저렴한
sublet 을 이용하였습니다. 3 명이 사는 작은 집이어서 6 주 동안 도란도란
잘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Sublet 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신청을 마치면 버클리 메일
계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정을 페이스북 메일에 추가하면 UC Berkeley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 안의 Housing 그룹에 sublet 으로
들어올 학생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면 메시지로 연락을 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버클리 학생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3) 비자
저는 ESTA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이 경우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UCB 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비자가 없기 때문에 Secondary room 으로 보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UCB 기준으로 2unit 짜리 과목을 신청하였고, UCB 측에서
전화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셔서 무사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되돌린다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가는 편이 좀 더 나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짐 챙기기
여름 옷과 가을 옷을 적절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버클리의 날씨는 최저기온
17 도/최고기온 22 도의 맑은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반팔만 입고
다니기엔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쪽은 버클리보다 조금 더
춥고, 버클리보다 아래쪽이나 동쪽에 있는 Walnut creek 이나 San Jose,
Yosemite 등의 지역은 햇빛이 강하고 뜨거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등 동부 쪽은 날씨가 버클리에 비해 습하고 더운 편이니(우리나라
여름과 비슷했습니다) 동부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여름 옷을 입고
공항에서 나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 소매 후드를 입고 뉴욕 지하철을 타는
실수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썬크림과 110v-220v adaptor 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댑터를 챙겨가시지 않는 경우에는 Downtown Berkeley
BART 역 근처의 ‘Target’이라는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생활
1) 도착 및 휴대폰 개통
JFK 공항에 도착하시면 BART(샌프란시스코, 버클리, 프레몬트 등 Bay
근처의 여러 도시를 잇는 기차입니다)를 타고 Downtown Berkeley 역에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도 검색은 google maps 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역에서 내리시면 Target 맞은편에 AT&T 가 있어
버클리에 도착하자마자 Phone plan 을 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monthly plan 을 갱신할 때에는 at&t 에 직접 가셔서 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저는 at&t 에 들르지 않고 gophone 사이트에서 리필을 했는데,
이전 달에 남은 데이터가 이월되지 않았고, 직접 들러 리필한 친구는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Cal 1 card 발급
버클리에 도착하시면 Bancroft way & Telegraph ave 쪽에 위치한
Student union 근처의 센터에서 Cal 1 card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원에게 Student id 를 불러주고 여권(안 가져가신 경우 학교
학생증으로도 가능하긴 했습니다)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에는 AC transit 스티커가 붙어 있어, 버스를 탈 때 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까지 노선이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하였습니다. AC transit 의 경우 nextbus.com 에서
실시간 노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p store 미국 계정이 있으신
경우 nextbus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 1 card 를 소지한 경우 학교 내에 있는 시계탑에 무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Golden gate bridge 를 볼 수 있으며, 정각에
올라가면 종이 울리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업
저는 “Basic Musicianship”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음악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과 실습을 다루는 과목인데, 단순히 이론을 습득하는
방식의 수업이 아닌, 직접 노래를 부르고 듣고, 건반을 누르면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방식의 수업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음악 교과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4) 일상 생활
저는 수업과 과제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잔디밭에서 책을 읽거나, Morrison hall
지하에 있는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학생증을 맡기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AC
transit 버스를 타고 버클리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UC Berkeley 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학과마다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Asian Library 에서
한국, 북한 관련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Dow Library(건물에
‘The university library’라고 써 있는, UCB 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에
들러서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구 오른쪽의 공간에 책을 읽기에
정말 좋은,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UCB 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걸어서 5 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인 Andronico 나
Safeway 에서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비해 고기나 과일이
저렴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에 좋습니다. 맥주도 여섯 병에
9~12 달러 정도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Safeway 의 경우 클럽 카드가
있으면 다양한 식재료, 물품 등을 club price 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룸메이트는 주로 주변 버클리 학생의 번호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AC transit 6 번 버스를 타면 오클랜드에 위치한 ‘코리아나

플라자’라는 한인 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과자와 양념, 음식 재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Berkeley 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신 경우에는 UCB 에서 운영하는 Tang
center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센터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운이 좋은 경우 상담 일정이 없으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납 시 영수증과 진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받아 (여행자보험 가입을 하셨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Tang center 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5) 유용한 Application
- nextbus: ac transit, muni(San Francisco 내 버스) 등의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ber: 가입 후 promotion 을 이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우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Lyft: Uber 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우버 쿠폰이 떨어졌을 때 Lyft 에
가입을 하신 후 할인 쿠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Stubhub: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경기
일정이 가까워지면 정가보다 저렴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저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포스텍 사람들과 함께 버클리 근처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San Jose 나 silicon valley, Stanford university 등의
경우 BART 와 Caltrain 을 이용하여 가실 수도 있지만,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행 중 운전이 가능한 분이 계시면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2016 UCB summer session 에 참가한 다른 학우의 후기를
읽어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렌트카를 빌리실 수 있다면 Yosemite Nat’l Park 에 꼭 들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밤하늘에 수놓인 별 등
요세미티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여러분도 꼭 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오클랜드의 O.co coliseum 과
샌프란시스코의 AT&T Park 에서 야구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국에서 예매할 때는 MLB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미국 내에서
접속하는 경우 Stubhub 같은 예매 사이트에서 티켓을 싸게 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co coliseum 은 구장이 낙후하여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AT&T
park 는 가격이 비싸지만 예쁜 구장과 외야 너머로 보이는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akland 의 치안은 썩 좋지 않은 편이지만, O.co coliseum 의 경우에는
BART 역 출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여자 혼자 가더라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불꽃놀이를 여는 이벤트 데이가 있다면 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야 필드에 누워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음악과
함께 불꽃놀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 보았던 주변 도시 중에 Walnut creek 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날씨가 매우 뜨겁긴 하지만 downtown 곳곳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들이 예뻐 돌아다니기에 좋았습니다. Macy’s 와 SEPHORA 등이 있는
shopping district 가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Berkeley 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4. 귀국 후
성적표가 도착하면 국제협력팀에서 성적표를 수령한 후, 학점인정표를
출력하여 과사 또는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가 후기를
제출하게 되면 Summer session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수강 후기를 읽는 것과 직접 현지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수강 후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red7169@postech.ac.kr 로 메일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