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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August 2009. 

 
 

 

홍콩중문대학교와 홍콩에서 살아남기 

 

 

Welcome Message 환영 메시지  

CUHK-CLC 의 중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CLC 에서의 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홍콩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께서 

CUHK-CLC 와 홍콩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Preparing to Leave 떠날 준비하기 

 

Health Care 건강  

Human Swine Flu (Influenza A H1N1) 신종인플루엔자 

http://www.cuhk.edu.hk/health_promote_protect/h1n1.html 

위생을 지켜주세요. 건강해집니다: 개인, 가정, 주변환경의 위생을 

잘 관리하세요. 

http://www.fehd.gov.hk/pleasant_environment/library/booklet/keep

_clean_by_health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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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ations 백신접종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홍콩 여행에는 백신 접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마글루빈과 다른 주사들은 경우에 따라 추가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홍콩에 온 이후에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Hospitalization 입원  

외국학생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할인 된 요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중문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병원은 홍콩중문대학교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있는 샤틴 Wales Hospital 입니다. 지하철 Ma On Shan 선과 버스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Insurance 보험 

외국학생들은 해외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적용 가능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부모님의 건강보험증서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은 홍콩에 오기 전에 먼저  

부모님과 보험에 관해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홍콩 이외의 다른 나라를 

여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본인의 보험증권이 해당지역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China Visa 중국 비자 

중국 대륙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외국학생들은 중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여권 소지자의 경우, 14 일 미만으로 중국을 체류한다면 중국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국비자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단수비자를 본국 또는 본인이 홍콩에 있을 때 받으십시오. 만약 복수비자 또는 

멀티비자를 필요로 한다면 본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비자소요비용은 

중국여행서비스(China Travel Services)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ctshk.com/english/useful/chinesevisa.htm. 

 

What to Bring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가  

사실상 여러분이 홍콩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본인이 탑승할 항공사의 허용범위에 따라 

짐을 꾸리십시오. 아래 목록은 여러분이 짐을 꾸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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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o bring 가지고 올 것 

1. 수업 때 입을 청바지나 운동화 같은 간편한 옷  

2. 격식을 차리는 장소에 참여할 때를 위한 드레스 또는 코트 그리고 넥타이 종류 

3. 운동 할 때를 위한 운동복 

4. 만약 본인의 발 사이즈가 10 이상(273mm)의 경우 여분의 신발 

5. 본인이 평균 사이즈 이상 혹은 평균 몸무게 이상이라면 여분의 옷 

6. 추운 겨울을 위한 따뜻한 스웨터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 오리털 자켓이나 오리털 조끼 

7. 추억이 되는 물건들(사진, 책 또는 음악 등) 

8. CLC 에서 문화활동을 위한 전통 옷 

9. 수업시간에 사용할 당신이 좋아하는 사전 

10. 홍콩은 220V 전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미국 또는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가져올 경우 변압기를 준비하세요 

11. 자주 먹는 약(필요한 경우), 처방전 복사본 

 

 

Things that you may need but can be purchased at reasonable price in Hong Kong: 

필요하지만 홍콩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 

 비옷 또는 우산 

 보조담요 또는 누비이불(중앙난방일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 문구 

 카메라, 시계, 라디오 그리고 전자기기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히터, 휴대전화 등) 

 

 

Baggage Allowance 수하물 허용치 

여러분께서 탑승할 항공사에 국제비행의 경우의 수하물허용치와 

초과요금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보통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여러분은 우체국 서비스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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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and Banking 통화 그리고 은행업무 

홍콩달러의 종류는 1000 불, 500 불, 100 불, 50 불, 20 불 그리고 10 불짜리가 있습니다. 

또한 10 불, 5 불 1 불, 50 센트, 20 센트, 10 센트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홍콩달러의 가치는 

US 달러 기준으로 대략 홍콩달러 7.78 불이 US 달러 

1 불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외국환과 여행자수표는 

은행, 호텔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실 수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소지자께서는 해당지역의 

현금지급기를 통해서 해당지역의 화폐로 현금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비싼 편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현금지급기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을 때에는 많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행자 수표 또 

는 신용카드가 더욱 안전합니다. 개인 수표는 드물게 받기도 합니다. 홍콩에서 첫 주는 

여행자수표로 홍콩달러 1200 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수표와 수표책은 

현금화 하는 데에 약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홍콩의 주요은행인 항생은행과 동아은행은 각각 CUHK 에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항생은행에 계좌를 만든다면 직접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뉴욕의 항생은행 또는 

항생은행의 지역대리점(캘리포니아 홍콩은행 또는 캐나다 홍콩은행)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항생은행은 국제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은행들은 국제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학생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홍콩으로 송금을 하려고 한다면 학교 밖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십시오. 

  

 

 

 

The quickest ways to transfer money to Hong Kong are: 

홍콩에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들: 

1. 여행자 수표를 홍콩으로 가지고 온다:  

현금과 보증금을 당신의 본국 계좌에 입금하세요. 

2. 본인의 계좌에서 홍콩계좌로 가족이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며칠에서 1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3. 본인의 계좌와 연계되어있는 은행카드를 사용할 때, 현금서비스 시 고율의 

이자는 피하십시오. 해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에 첫 잔액을 

넣어두십시오. 예를 들면, 마스터, 비자, 마에스트로, 시러스, 피러스, 제트코 등 . 

그리고 당신이 홍콩에 있는 동안 인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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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Hong Kong 홍콩에서 살기 

 

Politics 정책 

1997 년 7 월 1 일부터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습니다. 약 7 백만 명의 

거주민들이 기본법의 이행과 “일 국가 이 체제” 정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UHK 의 

외국학생들은 홍콩사회가 어떻게 이에 반응하고 어떻게 체제를 받아들이는지를 최초로 

학습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Popular Culture 대중 문화 

여러분은 보이는 상점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상품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또는 포켓몬의 

캐릭터상품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양과 일본 그리고 최근 한국의 

영향이 엔터테인먼트사업과 팝 문화에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중국어 영화가 중국어 

영화만큼 많이 있고, 4 개 중 2 개의 TV 채널에서 영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케이블채널, 위성방송, 라디오 방송 또한 영어, 

심지어 일본어와 한국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서양, 일본, 그리고 

한국의 노래들, 드라마들, 책들, 음식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연극, 서양과 일본의 음악콘서트 또한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는 유럽과 일본의 유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일본의 

패션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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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hock 문화 충격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으로부터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처음 

도착한 지 몇 주 이내에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어색함과 

기존의 주변의 익숙한 것들로부터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여러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결국엔 홍콩의 독특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즐기십시오. 마치 뜻 밖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ips to overcome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몇 가지 팁  

 객관적으로 두 문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하세요.  

 다른 문화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하세요. 

 열정, 새로운 시도와 함께 새로운 환경을 즐기세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활동에 참여하세요. 

 

 

People 사람들 

홍콩은 전체 인구의 약 95%가 중국인입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공통체입니다. 필리핀사람의 경우 외국인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et to know the Chinese 중국인을 알기 

비록,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을 여행객 또는 거주민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경험이 없습니다. 몇몇 토착중국인들은 비 

중국어권 친구들에게 폐쇄적이고, 대다수는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적응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기꺼이 젓가락을 

사용할 때 기분 좋게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에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여러분이 홍콩에서 공부하려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의식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광동어/보통화를 사용하세요. 또는 

외국학생들만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여러분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더 

많은 “중국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중국어적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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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and Norms 풍습과 규범 

홍콩의 동+서양습관 및 기준 혼합물에 둘러 쌓여 여유 있게 항해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중국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동작과 

태도의 미묘한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일 만한”과 “받아들일 수 없는”의 경계에서 품행 또는 겉모습은 홍콩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이 다문화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변화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극단적인 것이 주류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서양인 또는 일본인들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관례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간혹 학생의 행동에 충격 또는 

놀라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기꺼이 지역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환영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려심은 특히 교내-외에서의 행동방식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1. 만약 당신에게 남자인 친구 또는 여자인 친구가 당신 주변사람에게 자주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이성인 

친구가 홍콩에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깊은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인들은 대게 키스 또는 껴안는 방식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서양의 문화는 중국인들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홍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금 

떨어져서 큰소리로 사람을 부르 내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식당이나 대중교통수단에 있을 때 적은 양의 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데이트할 때 소란스럽게 소비를 하는 것 은 때때로 

다소 무례하고 인색하게 보여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학생의 식사비용 또는 버스요금을 대신 내려고 할 때 

학생은 사양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값을 지불 하려고 한다면 그 

때에는 사양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내가 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교적 큰 그룹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이 상황은 예외가 됩니다. 여럿이 있는 곳에서는 

각자 요금을 지불합니다. 

5. 기숙사는 매우 엄격하여서 통금시간 이후에 당신의 이성친구가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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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Expenses 생활비용 

홍콩은 일반적으로 비싼 도시입니다.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은 수입물건의 경우에 다른 

주요도시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나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광동어/보통화를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HK$ 

기차로 중문대학에서 구룡 시내까지 6.5-8.5 

버스로 중문대학에서 홍콩섬까지 8.2-25.00 

맥도날드의 보통 세트메뉴 가격 23.00-30.00 

영화관 티켓 30.00-80.00 

 

외국학생들은 대략 한 달에 식비로 (학생식당에서) 홍콩달러 2400 불,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약 홍콩달러 1500 불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ood 음식 

홍콩은 쇼핑천국인 만큼 미식천국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에는 전세계의 레스토랑, 식당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한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국의 음식들을 매우 인기가 있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의 중국음식은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서 먹어본 

것과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요리의 지역적인 다양함 때문에 

“중국음식”이라는 말은 홍콩에서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요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홍콩은 천국입니다. 한번도 

중국요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당신의 룸메이트가 이상한 닭발이나 돼지의 

내장요리를 권했을 때 가까운 맥도날드나 KFC 로 도망가지 

마세요. 대신 중국요리를 더욱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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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교통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안전하며, 지불하기 

쉽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섬과 빅토리아 항구 건너 구룡반도, 

신계지역의 다양한 시스템은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을 

각기 다른 목적지로 매일 이동시켜줍니다. 다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옥토퍼스카드(거의 모든 대중교통과 몇몇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선불제 카드)를 이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MTR(대량 운송 철도 법인) – 지상,지하철도 

MTR 은 1979 년 이후부터 홍콩을 우회하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왔습니다. 2007 년 

12 월, MTR 과 KCR 은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철도네트워크의 모습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최근 넓어진 시스템은 센트럴과 

코즈웨이 베이의 중심에서부터 신계와 란타우섬까지 

뻗어있습니다. 총 168.1 km 의 철로는 퀀통, 첸완, 

그리고 통춍, 첸관오, 동부선, 서부선, 마온산, 그리고 디즈니랜드 리조트 선의 80 개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MTR 은 현재 또한 35.2km 의 공항고속철도와 홍콩공항으로 바로 갈수 

있는 36.2km 의 경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지역에 68 개의 정규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대륙을 가로지르는 빠른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TR 은 대학과 구룡 시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모든 MTR 열차들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지만 출퇴근시간에는 혼잡할 

수 있습니다.(오전 8 시~10 시, 오후 5 시~7 시) 요금은 

이용한 거리에 따라 책정됩니다. 사용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금은 개찰구에서 옥토퍼스카드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Buses 버스 

버스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홍콩, 구룡, 신계의 다양한 지역과 연결되어있는 

크로스-하버 버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들은 2 층 

버스이고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종착역은 영어와 

중문으로 버스의 맨 앞에 표시되어있습니다. 버스요금은 

보통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한 버스요금은 홍콩달러 

3 불입니다. 잔돈은 받을 수 없으며 옥토퍼스 카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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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buses 미니버스 

미니버스는 버스와 철도서비스를 보조하는 작은 

여객버스입니다. 미니버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빨간 지붕의 노선이 고정되어있지 

않은 버스입니다. 승객은 어디에서든지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내릴 때 요금을 냅니다. 정확한 

요금은 없고, 잔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녹색지붕의 노선이 정해져 있는 고정된 요금의 버스입니다. 요금은 탈 때 지불합니다. 

미니버스의 요금은 홍콩달러 2 불부터 홍콩달러 22.5 불까지이고 대부분의 경우 옥토퍼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erries 페리 

페리는 홍콩섬과 구룡 반도 사이의 빅토리아 항구에서 

크로스-하버 버스와 MTR 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센트럴과 침샤츄이를 오가는 스타페리는 매우 

유명합니다. 홍콩섬 주변지역, 마카오 그리고 

중국대륙의 주요 여행지에도 페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Taxis 택시 

홍콩의 택시는 저렴한 편입니다. 홍콩은 지역마다 다른 

유형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녹색 택시는 신계 

안에서만 운행되지만 빨간 택시는 홍콩의 모든 지역에서 

운행됩니다. 녹색택시의 요금은 빨간 택시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파란 택시는 란타우 섬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됩니다. 세 종류의 택시 모두 홍콩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캠퍼스 안에서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택시가 오는 데에는 약 15 분 정도 

걸리며 당신은 추가요금을 내야 합니다. 택시회사에서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아서 연결이 어렵고, 광동어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교 앞 타이포 로드에서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지를 한자로 써서 기사에게 보여 주는 편이 더욱 낫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에서 샤틴 또는 구룡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려면 당신은 빨간 택시를 

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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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s 트램 

트램은 홍콩섬의 동쪽과 서쪽을 1904 년부터 운영된 

고정된 철로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를 

우회하는 싸고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트램의 2 층에서는 시내의 

곳곳을 누비며 화려한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램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운행됩니다. 요금은 균일제로 홍콩달러 

2 불입니다. 잔돈은 받을 수 없으며 옥토퍼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nguage 언어 

광동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보통화(만다린)도 점점 더 보급되고 있습니다. 간체자가 중국 

대륙에서 쓰이는 반면에 번체자(전통한자)는 홍콩에서 널리 

쓰입니다. 영어는 업무와 서비스업에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점원들은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광동어와 영어 둘 모두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UHK 에서, 외국학생들은 홍콩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영어를 싫어하지만 마지못해 영어의 중요성을 받아들입니다. 그 외의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을 즐기지만 연습할 기회가 매우 적고, 중등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외국학생으로써, 여러분이 영어와 해당지역언어를 말하는 홍콩학생과 

교류하기를 권합니다. 

 

 

Climate 기후 

여름(5 월 말에서 9 월 중순)은 덥고, 습하며, 비가 자주 옵니다. 기온은 섭씨 

33 도(화씨 92 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이며, 습도는 90%정도입니다. 

기온은 때때로 한밤중까지 무덥습니다. 에어컨을 항상 전속력으로 켜야 

실내가 시원해집니다. 태풍은 이 시기에 종종 홍콩에 영향을 끼칩니다. 

태풍은 폭우와 폭풍을 동반하며 생활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태풍이 심할 때에는 대중교통의 운행이 중지되고 상점과 사무실은 문을 

닫으며, 사람들은 외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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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법률 

1997 년 7 월 1 일, 영국식민지법 157 년 후,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습니다. “일 국가 이 체제” 실행되어 기존의 법률이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콩특별행정지구의 소 헌법이 되며, 미래의 청사진 입니다.  

기본법과 일반법 시스템 아래, 홍콩은 자유 무역과 자유 업무를 장려하는 자유항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상, 양심, 종교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거주자의 

기본자유들 또한 보호됩니다. 홍콩에서 아주 높은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해도, 약물과 

총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광벙위하게 약물반대운동을 

유지하고 있고 소지, 구매 또는 금지약물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에 폭력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 총기소지와 후추스프레이, 최루가스, 

브라스-너클(격투할 때 손가락 관절에 끼우는 쇳조각)같은 호신물품은 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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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to CUHK-CLC 홍콩중문대학교 중국언어원의 위치 

만약 학생이 스스로 CUHK 로 오려고 한다면, 아래의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CUHK 는 

홍콩국제공항에서 택시나 버스와 열차를 같이 이용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By Taxi:택시로 오기 

공항에서 대학까지는 45 분이 소요됩니다. 요금은 대략 홍콩달러 310 불 정도입니다. 

대부분 홍콩의 택시기사들은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소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ong Shu Chuen Building  

香港中文大學 方樹泉樓 

 

MTR 대학역과 스쿨버스 터미널 반대편에 

위치한 3 층짜리 회색과 붉은색이 있는 

건물입니다. 

 

By Airport Bus and MTR Train:공항버스와 MTR 기차 

공항버스 A41 번 노선을 이용해서 공항에서 MTR 샤틴역까지 오십시오. 버스는 오전 

6 시부터 밤 12 시까지 20 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MTR 샤틴역은 버스 종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사에게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버스의 LCD 화면에 다음 

정류장이름이 중국어와 영어로 써있습니다. 가끔은 광동어와 보통화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버스는 교통상황에 따라 50 분에서 70 분 정도 걸립니다. (요금: 홍콩달러 20 불. 

버스를 타실 때 요금을 지불합니다.)   

 

MTR 샤틴역에서 대학으로 가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요금은 대략 홍콩달러 50 불 

정도입니다.) 약 15 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방법은 MTR 샤틴역에서 MTR 대학역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샤틴역에서 

두 번 째 정거장) 기차는 5 분에서 10 분 간격으로 아침 6 시부터 밤 12 시까지 운행됩니다. 

기차를 타고 샤틴역에서 대학역까지는 약 8 분 정도 소요됩니다.(요금: 홍콩달러 4 불)  

 

MTR 대학역에는 두 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CUHK 캠퍼스로 가는 것, 다른 하나는 

공공버스터미널과 택시정류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CUHK 출구는 대학캠퍼스방향입니다. 

지도에 MTR 대학역과 대학캠퍼스는 기차역이 있는 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http://mmlab.itsc.cuhk.edu.hk/cm/campusmap/img/cumapa4.pdf. 

 

MTR 대학역을 나오실 때, 오른쪽으로 돌면, 대학셔틀버스정류장이 MTR 역 출구 오른편에 

있습니다. 중국어 언어원 사무실은 셔틀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Fong 

Shu Chuen Building 方樹泉樓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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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Check-in (Summer only)기숙사 체크인하기 (여름학기에만 해당) 

CUHK 에 도착하면, 바로 숙소에 체크 인 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 기재된 것을 참고 

하십시오. 

International House (i-House) 인터네셔널하우스 (아이하우스 )  

아이하우스 -1 과 아이하우스 2 는 캠퍼스 지도에 있습니다. 본인의 방 키를 받으려면 

아이하우스 1 의 G 층의 접수처를 방문하십시오.  

• CUHK LIGHT 셔틀버스를 타시고 유나이티드 컬리지 

직원숙소정류장(United College Staff Residence)에서 

내리십시오. 왼쪽으로 2 분 정도 걷다 보면 

아이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셔틀버스요금은 홍콩달러 

4.5 불입니다. 

• CUHK 셔틀버스/MEET -CLASS 버스를 타고 레지던스 

3번과 4번 정류장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길을 따라가면 아이하우스 표시가 있습니다. 

걸어서 갈 경우 약 8 분 정도 걸립니다. CUHK 

셔틀버스/소형버스는 학기 중에는 무료입니다.  

•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CUHK 셔틀버스는 유나이티드 컬리지 직원숙소 정류장에서 

설 것입니다. 왼쪽으로 2 분 정도 걷다 보면 아이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CUHK 셔틀버스요금은 홍콩달러 1 불입니다.  

 

SHAW College Hostel   SHAW 컬리지 호스텔 

지도 상에서 S1,S2,S6,S8 입니다. S1 건물 G 층 

접수처를 방문하셔서 방 키를 수령하십시오. 

 “SHAW COLLEGE”로 가는 CUHK 셔틀버스/ 

소형버스를 타십시오. “SHAW” 정류장에서 

내리십시오. S1(KUO MOU HALL)은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정시에 참석해주십시오. 오리엔테이션 장소와 스케쥴은 

첨부되어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에 본인의 교과서를 수령할 수 있고, 선생님과 

학급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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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CUHK 홍콩중문대학교에서 생활하기 

 

The Campus 캠퍼스 

CUHK 캠퍼스는 언덕 면 3 개의 층에 위치해있습니다. 대학중앙행정부, 중앙도서관 그리고 

central activities building 은 중간 층에 있습니다. CHUNG CHI 컬리지는 대학역 근처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UNITED 컬리지와 NEW ASIA 컬리지는 가장 높은 층에 함께 

있습니다. SHAW 컬리지는 대학의 북서경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들과 직원들은 캠퍼스 내의 다양한 운동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야외 경기장, 세 개의 실내 체육관 그리고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테니스장, 스쿼시 

경기장, 헬스장과 수상스포츠센터가 TOLO 항구 옆에 있습니다. 

 

CUHK 는 훌륭한 도보여행이나 학업 중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과 

대나무오솔길을 자랑합니다. 어떤 산책길 중에는 교내 호수, TOLO 항구, 그리고 언덕 면 

계단폭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Smoke-free CUHK 홍콩중문대학교에서의 흡연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대학캠퍼스 모든 지역은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실, 흡연과 간접흡연의 영향을 인정하여, 

홍콩특별행정구는 업무지역과 식당, 사무실, 학교, 병원, 시장, 노래방 

그리고 바 와 같은 대부분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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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Summer only) 숙박(여름학기에만 해당)  

홍콩에서 공간은 언제나 지나치게 비쌉니다. CUHK 학생 기숙사(숙소)는 여러분의 모국에 

있는 기숙사보다 좁고 불편할 것입니다. 반면 대학원생들은 1 인실에 살게 되고, 학부생은 

2 인용 또는 3 인용 방을 다른 학생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부족한 공간을 극복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홍콩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외국학생을 위한 숙소설비와 편의시설: 

 가구가 완비 된 침실, 각각 설치 된 전화선 그리고 인터넷 선 

 이불과 침대커버 

 세탁시설: 동전/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빨랫줄 

 물 주전자, 냉장고, 오븐, 싱크대, 그리고 전자레인지(일부 숙소에만 해당)를 갖춘 

공동 주방  

 각 층마다 공동화장실 및 욕실 

 오후에만 운영되는 학생 매점(일부 숙소에만 해당) 화장지, 세탁세제, 치약 그리고 

쿠키, 과일, 콩과 쌀 같은 식료품 판매. 덧붙여 John Fulton 센터에 작은 슈퍼마켓이 

위치해 있습니다. 

 

홍콩에서 당신에게 적합한 거주지역을 고려할 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홍콩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On-Campus Transportation 캠퍼스 내 교통 

 

 

 

 

 

 

 

저희 대학에서는 학기 중에 학생과 직원들을 다른 캠퍼스로부터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버스 시간표는 인터넷 

http://www.cuhk.edu.hk/transport_uni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huttle 

light–bus”(에어컨이 있는 버스)는 캠퍼스 안에서도 운영되며 요금은 홍콩달러 

4.5 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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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외국 학생들을 위한 정보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인가 

 편안한 신발 한 켤레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은 돈 

 여벌의 속옷. 습도가 높을 때에는 하루에 3 번의 샤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에서 생활하기 

 음식에 들어있는 MSG 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것 

 당신을 압도하는 군중 속에 당신을 두지 말 것 

 홍콩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이지만 그 안은 매우 

중국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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