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UST에서의 교환학생 생활 Guide

POSTECH IME 10학번 김예슬
- ’14년 1학기 교환학생

1. 출국 전 준비사항
항공 정보

서류 작성
타대학에 비해 비자 신청이 용이하며, 시티은행 카드

홍콩까지의 항공시간이 4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발급할 필요는 굳이 없음

본인의 기호에 따라 저가 항공 또는 브랜드 항공 선택

#1. 홍콩 과기대(HKUST) 관련 서류

#1. 저가 항공 이용하기

등록관련 - 과기대 자체 신청서, 서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갈 수 있으나, 수화물 문제가 있음

여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Ex. HK EXPRESS (왕복 Min 25만원 ~ Max 40만원, tax 포함)

비자관련 –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홍콩으로 보내면 UST에서 나

택배로 수화물을 보내는 경우 15kg 에 5만원, 평균 3일 소요

머지 부분 진행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출국 전에 해결)

#2. 브랜드 항공 이용하기

#2 체크 및 신용 카드

수화물 문제는 없으나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을 찾으려면 미리

Citybank 를 가장 많이 쓰긴 하나 학교 내 citybank가 없으므로 現

표를 구입해야 함 .

없다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됨
Visa, Mastercard 로고가 찍힌 카드를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하고 대량 출금을 하면 fee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

신규 저가 항공 HK EXPRESS (8월 성수기 가격)

2. 수강 신청 및 기숙사 정보
수강 신청

기숙사

POSTECH에 비해 복잡한 수강 신청이나, DROP 기간

Hall 1,3,5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숙사 평이하며 기숙

이 길어 학기 중에 수정 가능

사 내 행사 참여 권유
# 1 기숙사 신청
기숙사 신청 시 선택은 가능하나 원하는 hall로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1,3,5 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수강 신청하려면 사전 ID 인증 필요

#1 신청 방법
my.ust.hk 에서 “student center”에 들어간 후 “cart”에 원하는 과
목을 선택해서 “add” 하면 됨. (단, 교수님이 승인하셔야 가능)

#2 기숙사 내 행사
기숙사 별 Club에서 매 달 행사를 진행 (HKD 5~10)
E.g. 바비큐 파티, 초밥 만들기, 와인 테이스터 등
특히, hall 7,8,9 는 매달 hall dinner 을 열어줌

만약, 원하는 과목을 넣지 못하여도 drop 기간이 3주 정도로 길

Hall

특징

추천

기 때문에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음.

1,3,5

시설이 낙후되었고 1동 제외 거리가 멈.
Triple 룸도 많음

N

2

’13년 2학기 리모델링, 교실과 가깝고
최근 기숙사에 비해 방이 큼

Y

6

식당이 1층에 있어서 편리함

Y

7

Single 방 존재하며 view가 좋음

Y

8,9

Gym이 있으며 ocean view

Y

과목 번호가 1로 시작하는 경우 1학년을 위한 과목이므로 타과
목 전공을 들을 때 활용 가능
#2. 추천 과목
ISOM3360- Business Intelligence and Data Mining (LAB 위주)
PHYS1002- Astronomic physics (중간, 기말고사만 존재)

MARK1002 – Introduction of management (교환학생들에게 좋
은 수업 )

3. 대학 생활 및 유학 비용
유학 비용

대학 생활
급격히 변하는 날씨에 유의해야 하고 다양한 동아리
참가 가능하나 교환 학생들끼리 친목을 다져도 무관
#1 날씨
2~3월까지는 겨울날씨에 가까워 전기장판이 도움이 많이 됨. 단,
우리와 다른 콘센트를 쓰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어댑터 필요
하지만 4월 이후 급격하게 더워지는 날씨로 냉방병 유의

학교 장학금 500만원으로 충분히 1학기 생활 가능
항목

금액 (평균) (unit: 만원)
항공비

35

비자 비용

30

기숙사 비용

110

생활 비용

식비: 하루 2끼 학식
\5,000*2*30*4= 120만원
교통비: Octopus 카드
\50,000*4= 20만원
통신비
\30.000*4= 12만원

#2. 동아리
학기 시작 후 한 달간은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가 소란스러움
한인 및 international 학생회에서 매달 행사 진행
(K-pop 컨테스트, K-pub, 요트 파티 등)
동아리에 가입하면 현지 유학생들과의 친목 도모 가능
풋살, 농구장 , 수영장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 가능
#3 식당
Lg1, Lg7은 평균 HKD 35로 중국 음식이 주를 이룸 (9AM~9PM)
Seafront는 평균 HKD 25로 쌀국수 및 덮밥류 (4PM~2AM)
Café는 평균 HKD 35로 카레, 파니니 등 서양 음식 위주
학교 내 맥도날드는 외부에 비해 저렴함 (~12AM)
* 추천: Lg7의 점심 샐러드, Café의 파니니,& 카레

총: 152 + a
TOTAL

327만원 + a

생활비를 고려할 때 학식, 교통비, 통신비 등 한국 대비 비슷하

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최저로 계산했을 경우 학교 장학금 내에
서 사용 가능함. 본인의 여가 생활 및 홍콩 내 여행 경비를 포함
하게 된다고 해서 장학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됨

4. 여행 정보
주변 국가

홍콩/마카오
홍콩의 2개의 섬 주변에는 카약, 요트 등을 즐길 수 있

중국 본토 및 동남아 국가 여행하기에 최적의 국가

는 해변도 존재하고 마카오는 당일치기로도 가능함
기존 홍콩의 도시 모습이 아
닌 센트럴에서 페리를 타고
갈 수 있는 “Lantau” 섬
- 등산 및 카약 등 스포츠

홍콩

가능

매시간마다 있는 페리를 타고 HKD 300 정도에 왕복을 할
수 있는 마카오. 낮에는 아시아의 유럽이라 불리는 거리를
여행하고, 저녁에는 카지노를 즐길 수 있음

중국 본토
-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로 육로 여행 가능
- 심천은 MTR로 이동 (visa 따로 필요 없고 도착 발급 가능)
동남아
- 최대 비행시간 5시간으로 한국 대비 저렴한 항공료
- 총 2번의 break 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씩 여행을 가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단기 여행을 가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