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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고등교육진흥원 (DAAD) 소개

독일고등교육진흥원 (DAAD)은
1. 학생과 학자들의 국제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로서, 독일의
대학과 학생단체를 대표합니다.
2. 독일인과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교환학생에서 박사과정생, 인턴십에서 방문교수,
대학대표단 방문에서 독일대학의 해외설립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독일 대학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외국의 독문학과
독일어 교육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대학
설립을 지원합니다.
4. 정부의 문화 및 교육정책, 개발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DAAD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본부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Kennedyallee 50, 53175 Bonn
Germany
Tel: +49-228-882-0
Fax: +49-228-882-444
Contact: https://www.daad.de/derdaad/kontakt/de/
Website: http://www.daad.de

2.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DAAD Rep. of Korea)소개

3. 유학상담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은 한국인 및 한국에 체류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유학 및 연구를 위한
최적의 국가로서 독일을 홍보하고 개별 유학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유학 및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과 장학생 선발 업무를 합니다.
그밖에 학생 및 연구자들의 학술교류, 대학간 교류,
연구를 위한 독일체류 및 한독 공동연구 등 다양한
독일관련 학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유학상담은 일주일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 (www.daad.or.kr)의 “독일
유학 및 연구” 페이지를 읽어보시고, 질문을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을 보내시면 일주일 안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매주 화요일, 수요일
시간: 14시 - 17시

04631,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8 (회현동3가)
세대빌딩 6층 602호
전화: 02-324-0655
팩스: 02-324-0675
E-Mail: info@daad.or.kr
Website: http://www.da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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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상담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요일

상담예약
https://www.daad.or.kr/ko/aboutus/service/appointment-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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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과정 (Bachelor)

독일 대학의 학사과정은 일반적으로 6-8학기제이며
단일 전공 또는 복수/부전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학위로는 아래와 같은 학위가 있습니다.
Bachelor of Arts (B.A.), Bachelor of Science
(B.Sc.), Bachelor of Engineering (B.Eng.)

대학입학자격
(Hochschulzugangsberechtigung HZB)

5. 대학예비자과정 (Studienkolleg)

B. A의 기본학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C.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1) 독일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의 4년제 대학(H+등급)
을 1년 다니고 35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2/3년제 대학
(H- 등급)을 졸업한 이후*

최종학력 국가의 지원자 요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미국 학생의
독일대학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합니다. 다른 국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독일대학입학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DAAD 사무소/독일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자는 한국인으로서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예비자과정(Studienkolleg) 과정으로 지원.
독일대학으로 바로 진학은 불가능. (한국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코스로만 진학가능)
(본 책자 5. 대학예비자과정(Studienkolleg) 참조)

A. 기본학력조건
- 수능성적: 평균 4.4 등급 이상 (지원자가 2008년
이후 수능에 응시한 경우, 수능에 응시한 모든 과목을
합하여 나눈 평균)
- 내신성적: 고등학교 3년 간 매 학기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한 과목)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의 성적

2) 독일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의 4년제 대학(H+등급)
을 2년 다니고 70학점 (각 학년당 35학점) 이상 이수 후*

위의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수능에서 선택한 계열의 전공으로 대학지원 가능

3) 독일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의 4년제 대학(H+등급)
이나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H+/-등급)을
졸업 후*

독일 대학으로 바로 지원 가능, 단 한국대학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전공만 지원 가능

독일 대학의 모든 전공으로 지원 가능
*) 독일대학이 인정하는 한국의 대학 및 등급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nabin.k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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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건은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부장관회의 (KMK)
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며, 독일의 대학은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AAA (외국인학생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DAAD는 명시된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 이외에
입학 가능여부나 입학거절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거나
상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외국의 학제는 독일 학제와 달라 외국 학생
들이 독일에서 성공적인 유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
예비자과정에서 독일어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전공관련 수업을 미리 듣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기초와 어학을 동시에 배운 뒤
독일대학입학시험 (Feststellungsprüfung)을
거쳐 독일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과정은 보통 1 년이고 1 년에 2 번 (4월/9월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무료입니다. 이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보통
중급 정도의 독일어 실력 (B1-B2) 이 요구됩니다.
독일어로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마다 지원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듣고자 하는 경우, 지원서에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독일대학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가 아니라 독일대학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studienkolleg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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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사과정 (Master)

7. 어학증명

8. 어학능력시험

독일 석사과정은 2-4학기제이며, 진학은 일반적으로
학사과정에서 전공한 전공과 동일/유사 전공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본 요구조건은 종합대학의 학사학위
이상이며, 대학/전공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원
요강과 지원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받은 학사학위가 독일정부로부터 인정되는 학위
인지를 먼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한 한국의 대학이 H+
또는 H+/- 등급인 경우에만 독일에서 석사과정으로
유학할 수 있습니다.
http://anabin.kmk.org/

독일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학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독일 대학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독일어 실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stDaf 레벨 4 - 5 (예외적으로 3 이상)
- DSH 2 - 3
- DSD 2 합격
- C1/C2 (대학별 상이)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은 일반적으로 중급 정도의
어학실력을 요구하지만, 최근 들어 TestDaF 레벨 4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독일 유학을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든 유사한 수준의 시험에
하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대학에 따라 요구하는 시험이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학증명을
독일대학이 요구하는 어학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SH 시험은 독일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TestDaF 시험은 전 세계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TestDaF 시험은 일 년에 약 5회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TestDaF 시험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daad.or.kr (독일어 시험 및 독일어 배우기)
www.testdaf.de
현재 독일 대학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대학/과정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영어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TOEFL: 550 (PBT) / 217 (CBT) / 81 (IBT)
IELTS: 6.0 - 6.5

어학수준

독일문화원
어학증명

C2

Goethe-Zertifikat
C2:
Großes deutsches
Sprachdiplom

C1
(약 900 시간)

DSH

Telc 어학증명

TOEFL
iBT

TOEIC

Telc Deutsch C1
Hochschule

110-120

적어도 945
듣기 / 읽기

87-109

적어도 785
듣기 / 읽기

57-86

적어도 550
듣기 / 읽기

DSH3

TDN 5

DSH2

TDN 4
B2
(약 700 시간)

B1
(약 550 시간)

A2
(약 300 시간)

A1
(약 15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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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Zertifikat
C1

TestDaF

Goethe-Zertifikat
B2

Goethe-Zertifikat
B1

TDN 3

DSH1

Start Deutsch 2

적어도 225
듣기 / 읽기

Start Deutsch 1

적어도120
듣기 /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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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서 제출

10. 지원에 필요한 서류

11. 지원절차

12. 국제학위과정
(Int’l Degree Programmes)

A. uni-assist에 가입된 대학

지원서 (Antrag auf Zulassung)

1) 각 대학의 외국인학생청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마감일, 지원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마감일은 여름학기는
1월 15일, 겨울학기는 7월 15일 입니다.
그러나 예술/음악대학과 국제학위과정, 석사과정은
지원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대학은
1년에 한 번만 학생을 모집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학기만). 따라서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일에는 2,000여 개 국제학위과정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으로도 독일 유학이 가능하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학위과정은
전 전공에 망라되어 있지만, 대체로 자연과학과 공학
및 경영학, 국제학에 집중되어 있고 석사과정에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보통 영어로 진행
되지만 독일어나 기타 외국어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uni-assist는 우리나의 진학사나 유웨이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입학지원 대행기관입니다.
uni-assist에 가입된 대학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이곳에 지원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유료입니다 (기본료 + 대학 추가 시 추가 요금). 기본
서류는 1부만 준비하고, 지원서는 지원하는 대학
수만큼 준비하여 직접 지원하시면,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고 받을 수 있습니다.
www.uni-assist.de

B. uni-assist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학
대학마다 모든 서류를 따로 준비하여 외국인학생청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Akademisches
Auslandsamt - AAA)으로 지원합니다.

C. 복수지원 가능

학력증명
(국문과 영문(또는 독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 수능성적증명
- 대학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있을 경우)
어학증명
- 독일어과정으로 지원할 경우 독일어성적, 영어과정
으로 지원할 경우 영어성적

2) 지원서 작성

** 학력증명과 어학증명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며 반드시

3) uni-assist나 대학에 직접 지원

공증 또는 사본확인을 아래의 기관 중 한 곳에서 받으셔야

4)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 받기

합니다. (독일관공서, 주한독일대사관, 공증사무소, 서류를
발급한 기관)

5) 비자 신청 (19. 비자 참고)
6) 출국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대학/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을 위한 영어 어학자격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정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과정의 어학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OEFL: 550 (PBT) / 217 (CBT) / 81 (IBT)
IELTS: 6.0 - 6.5
웹사이트:
https://www.daad.de/deutschland/studienange
bote/international-programs/de/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동시에 여러 대학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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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일 음악대학 지원

베토벤, 바하, 헨델 등과 같은 수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독일은 음악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수준 높은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종합대학 (Universität) 내에 음악대학이
있지 않고 음악대학교 (Musikhochschule)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종합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경우는
음악학 (Musikwissenschaft), 음악사 (Musikgeschichte) 등과 같이 이론을 전공할 때이고, 대부분
악기연주, 성악 및 작곡 등은 음악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전통적으로 음대는 디플롬 (Diplom) 학위를 받고
졸업했지만, 현재는 종합대학과 마찬가지로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학사 (Bachelor) / 석사 (Master)
과정으로 나뉘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음악학, 음악교육학 등 특정학과의 경우만).
독일 음악대학에 유학하기 위한 필수이자 기본
조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독일어 실력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론에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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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에 필요한 서류
지원서 (Antrag auf Zulassung): 각 대학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합니다. 최근에는 uni-assist
를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증명
(국문과 영문(또는 독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 수능성적증명
- 대학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있을 경우)
독일어증명
- 초급 (A2)에서 중급 정도 (B2). 대학에 따라서
DSH 또는 TestDaF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드시 지원 시점에 독일어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독일어 능력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증명과 독일어증명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며
반드시 공증 또는 사본확인을 아래의 기관 중 한 곳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관공서, 주한독일대사관, 공증
사무소, 서류를 발급한 기관)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 목록
추천서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독일 교수로부터
(독일어 또는 영어)

B. 지원

C. 실기시험
기악 및 성악 과정 입학을 위한 실기시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의 3~4개 준비된 작품을
연주하거나 부르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시험과정에는
음악이론, 초견 및 청음 테스트, 피아노 연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일반적으로 피아노
이외에 다른 주요한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부전공 과제로서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아노 전공자의
경우, 다른 악기로 부전공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은 여름학기는 1월 15일/
겨울학기는 7월 15일까지 지원하지만, 음악대학의
경우는 오디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름학기는
11-12월에, 겨울 학기는 3-4월에 지원합니다.
미리 오디션 곡과 날짜 그리고 교수 정보 등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지원하지만
uni-assist를 통해 지원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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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 예술대학 지원

예술대학 역시 종합대학 (Universität) 내에 개설되어

15. 박사과정

있지 않고 예술대학교 (Kunsthochschule 또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Kunstakademie)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 학력증명과 어학증명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며 반드시

존재합니다. 종합대학에서 미술/예술을 하는 경우는

공증 또는 사본확인을 아래의 기관 중 한 곳에서 받으셔야

독일의 박사과정은 전통 박사학위 과정과 지정된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되는 새로운 박사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예술학 (Kunstwissenschaft), 미술사 (Kunstgeschichte)

합니다. (독일관공서, 주한독일대사관, 공증사무소, 서류를

A. 전통 박사학위 과정

등과 같은 이론 분야를 전공할 때이고, 실기, 퍼포먼스

발급한 기관)

등과 같이 반드시 실습을 요하는 전공은 예술대학에서

포트폴리오 (Mappe)
포트폴리오는 예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품의 제목과 제작년/월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 또는 설명을 간단하게 독일어나 영어로
첨부합니다. 일반적으로 5-10점의 작품을 제출하는데
학교에 따라 반드시 작품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제출 형식(최대
사이즈, 제출 형태 등) 이외에 작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에 따라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학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입학시험이나 박사과정 (course
work)은 따로 없습니다. 박사과정의 핵심내용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리서치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도 교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교수님의 추천/소개를 받거나, 스스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개 없이
직접 교류를 시작할 때는 일단 이메일 등 서신으로
간략하게 입학 희망을 전달하고 자기소개서 (학업
위주)와 연구계획서를 지도를 바라는 교수님 (독터
파터/독터 무터)께 보내셔야 합니다.
지도교수가 허락할 경우,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지도교수와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항상 지도교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의하면서 논문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연구계획서에는 석사과정 및 석사 논문 소개 (3쪽
내외), 박사과정에서의 연구 목표 개요 (2쪽 내외),
박사논문의 내용 계획 (3쪽 내외), 참고문헌 (1쪽
내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동기 (Motivation)와 연구 주제, 연구 기간,
연구 방법, 연구가 끝난 뒤의 계획 등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연구계획서는 목차와 각주, 참고문헌
등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종종 건축학과가 예술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사진 등과 같은 전공은
응용학문대학 (FH)에서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실무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술대학도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학사/석사 학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 결정에 따라
순수예술 등의 특정 학과는 전통학위과정 (디플롬)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지원에 필요한 서류
지원서 (Antrag auf Zulassung): 각 대학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합니다. 최근에는 uni-assist
를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증명
(국문과 영문(또는 독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 수능성적증명
- 대학 졸업증명 및 성적증명 (있을 경우)
독일어증명
- 초급 (A2)에서 중급 정도 (B2). 대학에 따라서 DSH
또는TestDaF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독일어 능력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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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독일 교수로부터
(독일어 또는 영어)

B. 지원
음악대학과 마찬가지로 종합대학의 지원시기보다
이전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대학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의 웹사이트를 보고 지원기간을
확인하십시오.

C. 실기시험
서류전형에 통과하면 실기 시험 또는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충분한 어학실력이 요구됩니다.

박사논문의 연구주제는 독창적인 것이 좋습니다.
미리 관련 논문을 가능한 한 많이 읽어보고, 이 주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그
가운데 자신의 논문은 어떤 점에서 변별성을 지니는지
제시하셔야 합니다.

B. 새로운 박사학위 과정
지정된 커리큘럼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일반적으로 3년)
안에 마칠 수 있는 박사과정으로 현재 9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Graduiertenkollegs
(리서치 트레이닝 그룹, ResearchTraining Groups
of the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
Internatonale Graduiertenkollegs
(인터네셔널 리서치 트레이닝 그룹, International
ResearchTraining Groups of the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
Graduiertenschulen
(Graduate Schools)
International Max Planck Research Schools
International Doctoral Programmes at Universities

http://www.research-in-germany.org

14

한 명의 지도교수에게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기존의 박사학위 과정과 달리, 이 과정에서는 여러
교수들로부터 다양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른 박사과정생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팀워크와 실무경험을 최우선시
합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전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도 많습니다.
하지만 논문주제가 해당 프로그램과 적합해야
참가가 허락되고, 개인적으로 주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이수 세미나와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들도 빽빽이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
선별되므로, 지원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erit.org
http://www.phdgerman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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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환학생 프로그램

17. 섬머코스 (Summer Courses)
및 어학 프로그램

18. 유학비용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유학과는 다른
성격을 띱니다. 교환학생 제도는 독일대학으로부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양 대학간의
우호를 위해 체결된 대학과 대학 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등록금은 한국의 대학에 내고 학점은
독일에서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환학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대외협력처 또는 국제교류처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와 협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대학은 여름 방학 기간에 어학수준에 따라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학 수업
외에 전공에 따른 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학비용은 주에 따라, 도시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대학들은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대학 학사/석사
과정은 무료입니다. 외국인 학생들 역시 독일 학생들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2017/
2018년 겨울학기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 주에 있는 대학들은 유럽 이외의 국가
에서 온 유학생들이게 학기당 1,500 유로의 등록금
을 받습니다.

1) 독일 대학에서 어학만 들어도 되는지,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얼마 동안 들어야 하는지
2) 전공과목을 듣고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몇 과목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3)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따로 방을 구해야
하는지
4) 의료보험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5) 이 프로그램의 독일 측 담당자는 누구인지 등
위의 사항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일일이 확인하고,
항상 모든 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d.de/deutschland/studie
nangebote/sommerkurse/en/

임대 및 유틸리티: € 323
음식과 음료: € 168
의류: € 42
학습 자료: € 20
자동차 및 대중 교통: € 94
건강 보험, 의료 비용: € 80
전화, 인터넷, TV: € 31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 61
* 월 평균 800 ~ 1,000 유로
* BAföG 기준 최저 유학비용: 약 850 유로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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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자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독일여행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5년 1월 1
일부터 한-독 비자 협정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독일 내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받고
출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독일 출국 후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A. 비자신청
비자 신청 및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외)에 요구되는
구비서류:
비자신청서 2매, 유효한 여권 (6개월 이상),
여권사본 (사진이 나와있는 면), 여권사진 2매
(바탕화면은 흰색, 연회색-필수), 비자 수수료,
재정증명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 (02-748-4114)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oul.diplo.de

B. 비자 종류 및 제출 서류

C. 재정보증

슈페어콘토 (Sperrkonto, 영:blocked account)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입학지원비자로 독일에서 최대 9개월까지 체류가능)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강좌 (주18시간 이상) 등록
증명서, 학력증명서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반적으로 영문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유학생비자: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재학증명서)
어학연수비자: 2개월 이상의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
강좌 등록증명서 (주18 시간 이상)
연구장학생 및 연구비자: 독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의 장학증서 또는 초청장(업무와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현재 고용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
하는 증명서, 대학졸업 증명서,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초대하는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파견 연구기관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비자 신청시점 기준 만 18 – 30세,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가능 (한국에서만 신청 가능)
비자신청서 1부, 여권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 최소 2,000 유로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 잔고증명
(영문, 일주일이내 발급분), 보험계약서 (영문)

독일 유학 (대학에서의 유학, 대학 지원, 어학코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대학민국 국적자는 입국 후 즉시
슈페어콘토를 개설해야합니다. 슈페어콘토에는
예정된 체류기간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최소
월 853 유로를 예치해야 합니다. 즉, 1 년 체류 시에는
총 10,236 유로가 예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체류
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액이 이보다 낮아
집니다.
(853 유로×체류개월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및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원칙적으로 독일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현지 외국인청(독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국(한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독일에 입국하여 슈페어콘토
(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을 권장하며, 슈페어콘토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 비자규정 참고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188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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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AD 장학금

DAAD는 독일 대학들의 국제적인 학술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AAD의 장학프로그램은 출신국과 전공
분야에 제한 없이 독일인과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21. 유학 정보 검색 사이트

B. 기타 장학 프로그램

www.daad.or.kr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독일 유학 및 장학 정보

■ DAAD - DLR 독일 우주항공 연구소 리서치
펠로우쉽 장학금
■ 외국 대학 단체의 수학여행 및 연수목적의
독일방문 지원프로그램

www.daad.de

DAAD 본부 홈페이지: 독일 대학시스템과 독일 유학, DAAD
장학금, 어학시험, 여름강좌, 독일생활에 관한 정보

www.study-in.de

독일 대학 및 전공 검색

C. DAAD-한국연구재단 (NRF) 협력 프로그램

www.hochschulkompass.de

독일 대학 정보 및 입학, 박사학위,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정보

■ DAAD - NRF 연구자교류지원사업
■ DAAD - NRF 한독 대학원생 교류지원사업
■ DAAD - NRF 한독 파트너프로그램 (GEnKO)

www.uni-assist.de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독일 대학 입학 지원 관리처 홈페이지

www.studienkollegs.de

독일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과정에 관한 정보

www.anabin.de

외국 대학의 제 증명 평가원 (ZAB) 데이터 뱅크, 외국 교육증서
인정 관련 정보

A. 정규 장학 프로그램

상기 프로그램들은 DAAD와 NRF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정보는 NRF의 장학금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www.nrf.re.kr

www.testdaf.de

TestDaF 안내와 등록에 관한 정보

■ 모든 전공분야의 석사과정 장학금 (Master)

D. 그 외 장학 프로그램

www.goethe.de

독일문화원 홈페이지 어학 강좌 및 시험 정보

■ 독일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장학금

위의 장학금 이외에도 전공, 학력,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모든 장학 프로그램은
www.funding-guide.de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daad.de/deutschland/
studienangebote/sommerkurse/en/

독일 대학 섬머스쿨 데이터뱅크 (DAAD)

www.testas.de

TestAS 안내와 등록에 관한 정보

www.research-in-germany.org

박사 과정 및 연구에 관한 정보

www.universityranking.de

CHE 대학 랭킹

장학프로그램의 목적은 독일 내 국립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학생 및 졸업생, 석/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DAAD의 정규 장학금과 한시적인 특별 장학프로그램,
그리고 타 기관의 장학금에 대한 상세한 최신 정보는
www.funding-guide.de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DAAD 홈페이지 (www.daad.or.kr)의 DAAD
장학금/연구비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Doctoral Programmes in Germany)
■ 박사과정생을 위한 연구장학금 - 1년
■ 연구장학금 - 단기 (6개월 이하, Short-Term Grants)
■ 건축학 전공분야의 대졸자를 위한 학업장학금
■ 공연예술 전공분야의 대졸자를 위한 학업장학금
■ 미술 전공분야의 대졸자를 위한 학업장학금
■ 음악 전공분야의 대졸자를 위한 학업장학금
■ 대학 강사/교수를 위한 방문연구 장학금
■ DAAD 장학생 재초청 프로그램
■ 연구장학금 -양자간공동박사학위 / Cotutuelle
■ DAAD 섬머코스 장학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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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어해석

AAA (Akademisches Auslandsamt)

대학 내 인터네셔널 오피스

Fachoberschule

상업/실업/공업 고등학교 (실습위주, 11학년-12학년)

Abitur

김나지움 졸업시험

Feststellungsprüfung

독일대학입학자격시험

Antrag auf Zulassung

지원서

Fraunhofer Gesellschaft

프라운호퍼 협회

Aufbaustudium

전공심화과정 (자격증 수여)

Gesamtschule

종합고등학교 (중/고등 통합학교)

Bachelor-Studiengang

학사과정 (3-4년)

Grundschule

초등학교 (1-4학년)

Bachelor

학사

Grundstudium

대학기초과정 (현재의 학사과정에 준함)

BAfög

연방학비융자기관

Berufsschule

Gymnasium

직업학교

김나지움 (인문계 고등학교, 5학년-12/13학년)

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독일연구재단

Hauptschulabschluss

실업학교 (하우프트슐레) 졸업 (직업학교 진학 자격)

Diplom-Studiengang

디플롬과정 (5년, 공학/상경/의학/사회과학 계열)

Hauptschule

실업학교 (하우프트슐레) (실업계, 5학년-9학년)

Diplom

디플롬 학위

Hauptstudium

전공심화과정

Diplom (FH)

응용학문대학 디플롬

HGF (Helmholtz Gemeinschaft)

헬름홀츠 연구공동체

ECTS (European Credit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유럽학점교환체제

Hochschulreife

대학입학자격

Einschreibung

등록

Hochschulzugangsberechtigung

대학진학자격

Ergänzungsstudium

전공보충 (단순수료)

HRK (Hochschulrektorenkonferenz)

대학총장협의회

Fachabitur

상업/실업/공업학교 졸업시험 (FH에 진학가능)

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재학증명

Fachgymnasium

상업/실업/공업김나지움 (실습위주, 11학년-13학년)

International Degree Course

국제학위과정 (Bachelor, Master, Dr.)

Fachhochschule

응용학문대학 (FH)

Kindergarten

유치원

Fachhochschulreife

상업/실업/공업학교 졸업장 (FH에 진학가능)

KMK (Kultusministerkonferenz)

연방문화부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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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zertexamen

전문/최고연주자과정 (음악 분야 박사학위는 아님)

Realschule

실업학교

Kunstakademie / Kunsthochschule

예술대학

Regelstudienzeit

정규학업기간

Künstlerische Abschlussprüfung

예술대학 졸업시험

Semesterbeitrag

학기 당 행정비용

Künstlerische Eignungsprüfung

예술대학 입학실기시험

Sonderschule

특수학교 (장애 아동과 청소년)

Leibniz Gesellschaft

라이프니츠 협회

Staatsexamen

국가고시

Magister-Studiengang

마기스터 과정 (5년, 현재의 학부/석사 과정이
생기기 전 통합과정

Studentenausweis

학생증

Magister

마기스터 학위 (학부/석사 과정이 생기기 전
인문/사회 계열전공자가 받는 학위로서 현재의
석사학위에 준함)

Studentenwerk

학생 서비스기관

Studienfach

전공

Studiengang

학위과정

Studiengebühr

등록금

Master-Studiengang

석사과정

Master

석사

Meisterklassenexamen

전문예술가과정 졸업시험 (미술분야)

Studienkolleg

대학예비자과정

Meisterschüler

전문예술가 (미술분야)

Technische Hochschule /
Technische Universität

공과대학

Mittlere Reife

실업학교졸업증명

Universität

종합대학교 (연구중심)

MPG (Max-Planck-Gesellschaft)

막스 플랑크 협회
음악대학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해외학교관리처

Musikhochschule
Praktikum

실습 (인턴)

Zulassung

입학허가

Promotion-Studiengang

박사과정

Zusatzstudium

추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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