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덴마크의 고등교육
덴마크는 석/박사 과정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Universitet; 대학교”라고 부릅니다. 덴마크
전역에는 8 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모두 공립 학교로서 덴마크인과 대다수 유럽인들에게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3 년의 학부 과정을 마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2 년의 석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덴마크에는 종합 대학교와 더불어 공학기술(Engineering), 경영(Business), 보건, 영양, 사회복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직업 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University College)”,
“전문직업학교”, 디자인과 건축 등 “예술 분야에 특화된 왕립학교” 등도 있습니다.
(전체 고등 교육 기관 목록은 http://studyindenmark.dk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덴마크 고등 교육 기관들은 전문 직업인 및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도
정부 지원을 받아 제공 중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시스템은 덴마크 교육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덴마크의 “대학교” 목록 (8 개 공립 대학교)
-

University of Copenhagen – KU (코펜하겐 대학교)

-

Aarhus University (오르후스 대학교)

-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덴마크 남부 대학교)

-

Roskilde University (로스킬레 대학교)

-

Aalborg University (올보 대학교)

-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 DTU (덴마크 공과대학)

-

Copenhagen Business School – CBS (코펜하겐 경영대학)

-

IT University of Copenhagen – ITU (코펜하겐 IT 대학)

덴마크의 학교 생활 – 교육과정, 입학, 학비, 장학금
덴마크의 대학들은 학기제 혹은 블록제 (1 년에 4 블록)로 운영되며, 학기제일 경우에는 9 월부터
12 월까지의 가을 학기와 2 월부터 6 월까지의 봄학기로 이루어집니다.
덴마크 학교들도 “ECTS” 방식의 유럽 학점 전환 체제를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은 보통 1 년에 60
ECTS 를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사 학위를 위해서는 180 ECTS (60 ECTS X 3 년)가 필요하고,
석사 학위를 위해서는 120 ECTS (60 ECTS X 2 년)가 요구됩니다.
대다수 대학들은 외국 학생들을 위해 (특히 석사 과정의 경우) 다양한 수업들을 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연구 주력 분야는 보건 및 생명과학, 해양학, 낙농업, 식품과학,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등입니다.
외국 학생이 덴마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덴마크 대학교는 IELTS, TOEFL, Cambridge Advanced English 와 같은 국제공인영어시험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덴마크 대학교에서
무료로 수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환학생에 참여하는 외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정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유럽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USD 8,000-21,000; EUR 6,00016,000 정도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학생 (지원자)
본인이 수학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덴마크 정부에서도 장학 프로그램 (이하 참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덴마크 이노베이션 장학금:
덴마크 교육 기관에서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학부생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

비유럽권 인재들을 위한 덴마크 정부 장학금:
매 년 덴마크 정부 장학금의 일정 부분이 정규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비유럽권 출신
인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