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전공분야의 대졸자를 위한 학업장학금

Studienstipendien für Graduierte aller wissenschaftlichen Fächer

(10 – 24 개월)

지원목적:

전공분야에 제한 없이 외국의 대학졸업자들(학사학위 이상)에게 독일 내의 국립대학 또는 이에 준

하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Aufbau-/ Masterstudium) 독일에서 석사학위(Master)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은 10-24 개월로, 지원자의 학과와 학업 계획에 따라 다르다. 모든 경우, 선발 시에

는 장학금 수혜기간이 1 년으로 결정된다. 이후 장학기간의 연장여부는 학위과정의 기간과 학업성

과에 따라 좌우된다.

자격요건:

≡ 우수한 성적의 대졸자로서 장학기간 시작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어야 한다.

박사과정생이나 박사학위 취득자는 “박사과정생과 신진학자를 위한 연구장학금“ 

(Forschungsstipendien für Doktoranden und Nachwuchswissenschaftler) 지원 대상이다.

≡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지금까지의 학업성적, 그리고 전공 분야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본 해당

학업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는 설득력 있는 학업동기이다.

≡ 지원한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신청서류 제출 시에 동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장학기간 시작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된다.  

≡ 인문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의 경우 최소한 독일문화원의 ZD 수준에 준하는 독일어 실력을 증명

하여야 한다. 자연과학과 공학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영

어 실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TOEFL 550/217/81 에 준하는 실력)

필요한 경우 독일에서의 학업이 시작되기 전에 DAAD 가 2-6 개월의 어학코스를 지원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신청서양식은 www.daad.de/de/form (→ Antrag auf ein Forschungs-/Studienstipendium)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여권사진을 부착하도록 한다.

http://www.daad.de/de/form


≡ 공백기 없는 이력서 

≡ 귀국 후의 계획을 포함한 상세하고 명확한 학업계획서

≡ 선발 결정에 중요한 현재까지의 학업 및 연구업적 (리스트식 나열이 아니라 2-3 업적을 최대 3 쪽 

분량으로 요약)  

≡ 독일대학과의 서신교환 자료나 입학허가서(이미 받은 경우)

≡ 최근 날짜에 작성한 교수 1 인의 추천서.  지원자의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

며, 추천서 양식은 www.daad.de/de/form (→ Gutachten)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추천서는 밀봉된 

상태로 주한독일대사관에 보낸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영문)

≡ 고등학교성적증명서 (영문)

≡ 수능성적증명서 (영문)

≡ 대학성적증명서 (영문)

≡ 대학졸업증명서 (영문)

≡ 독일어/영어 능력증명서

≡ 경우에 따라 인턴쉽 경력 증명서

≡ 경우에 따라 출판물 목록

모든 서류는 독일어로 3 부씩(원본 1 세트, 사본 2 세트 분리) 제출한다. 

http://www.daad.de/d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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