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H Zurich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오형석 

 

2019년 봄학기에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ETH Zurich)으로 파견되었던 전기정보공학부 

오형석입니다. 

 

1. 출국 전 

서울대학교에서 ETH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고 나면 ETH에 다시 온라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 시에 제출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지만 생각보다 시간을 여유롭

게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ETH에서 교환학생 승인이 나면 비자와 기

숙사에 대한 메일이 오는데 이것도 하라는 대로 하면 딱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숙사 지원할 때 자신의 선호사항(가고 싶은 기숙사, 월세 몇 프랑 이하, 

몇 층 등등)을 적지 않으면 정말 안 좋고 비싼 곳으로 가게 될 수 있으니 지원할 

때 반드시 적어 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숙사는 party room이 

ground floor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잠 잘 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숙사 신

청하실 때 위층으로 달라고 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 생활 

취리히의 물가는 정말 비쌉니다. 여기서는 한국처럼 매일 밥을 사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패스트푸드도 여기서는 15000원이 

넘습니다. Mensa라는 학식이 있긴 하지만 가격도 가장 저렴한 학식이 2019년 봄

학기 기준으로 5.4프랑이고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많은 학생들이 요리

를 직접 하고, 점심으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 오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한국 음식은 취리히 내에 큰 한인마트가 

있으니 거기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권의 경우 저는 Halbtax, Gleis 7, 그리고 취리히 대중교통 monthly pass를 

끊어 다녔습니다. 특히 Halbtax와 Gleis 7의 경우 스위스에서 한 학기를 생활하는 

교환학생이라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Gleis 7이 개편되어 이름이 바



뀌고 혜택도 달라졌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Casar-ritz-strasse 1에서 지냈습니다. 사실 국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기숙사가 몇 군데 있지만, 저는 Casar-ritz-strasse를 선택했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부엌이 각 층마다 있어 요리하기가 편합니다. 다른 기숙사는 부

엌이 건물 전체에 ground floor 딱 한 곳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100명 이

상의 사람들이 부엌을 공유하다 보니 싱크대가 항상 막혀있고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더럽습니다. 또 음식도 자주 도난당한다고 합니다. Casar-

ritz-strasse는 대략 13~15명의 flatmate들과 부엌을 공유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flatmate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sar-

ritz-strasse 건물에서 5분 정도 걸으면 Katensee라는 호수가 있는데 날씨 좋은 날

은 flatmate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마지막으

로 기숙사 바로 앞에 Coop이라는 grocery store가 있어 필요한 물건을 제때 살 

수 있어 좋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학기를 지내게 되는 경우 보험이 필수입니다. 스위스의 보험은 

비싸지만 해외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

다. 한 달에 65프랑~110프랑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insurance coverage를 자

세히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매달 65프랑 

Swisscare를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ETH에서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여니 그곳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3. 학업 

저는 학기 시작 전에 독일어 A1.1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는 성적표에는 포

함이 되지 않지만 유럽 내에서는 2 ECTS로 인정해주고 따로 인증서도 줍니다. 

A1.1강좌의 경우 독일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인데, 

거의 다 교환학생들이 듣습니다. 따라서 학기 시작 전에 미리 교환학생들과 만나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Living in Zurich이라고 

해서 취리히 생활에 관한 안내 책자도 주고 Scavenger hunt, 독일어 보드게임, 

Zurich zoo 견학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도 하니 독일어에 관심이 없으시더

라도 수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기 중에는 Neural system과 semester project 두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Neural System의 경우 신경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룹니다. Semester 

project의 경우 저는 신경과학 연구실에서 했는데, 학부생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



구합니다. 단순한 인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연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semester 

project paper도 제출해 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presentation과 연구실 사

람들의 질문도 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해외 와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하다 보니 정말 힘들고 due date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니 해외 연구실 활

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H는 시험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session exam과 end of semester exam이 

있습니다. Session exam은 8월에 시험을 보고, end of semester exam은 학기가 끝

나고 몇 주 뒤에 봅니다. Session exam을 보는 과목의 경우 이것 때문에 귀국 날

짜가 늦어질 수 있으니 학기 끝나고 편하게 쉬고 싶으시거나 한국에 일찍 돌아가

고 싶으신 분은 end of semester exam을 보는 과목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

다. 제가 수강한 Neural system은 session exam이었는데, 8월 중순에 시험이 끝났

습니다. Session exam은 운이 없는 경우 8월 말에 시험이 걸리기도 합니다. 

 

4. 느낀 점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동안 ETH 교환학생을 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

니다. 교환학생을 가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와서 경험해 보니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모를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과 장학금을 지원해주

신 공과대학 총동문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