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IN SWEDEN
미래를 위한 선택, 스웨덴 유학
스웨덴은 혁신, 신기술, 지속가능성과 평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5 세기부터 시작된
대학 교육과 새로운 발상을 장려하는 진보적인 교육 방침이 세계를 선도하는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웨덴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보다 빨리
더 나은 커리어를 시작하여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릭손, 스포티파이, 이케아, 볼보 및 기타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도전을 즐기고 자신을 표현할 준비가 되었다면 스웨덴에서의 유학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루어 지는 수업
스웨덴 대학 교육 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 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5 개 이상의 대학에서 무려
900 개 이상의 석사 과정 및 100 여개의 학사 과정을 영어로 제공합니다.

등록금 및 장학금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이외 국가 출신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한 학년에
85,000~140,000 스웨덴 크로나 (한화 약 1,256 만원 ~ 2,068 만원 )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교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인 KOREA TALENT RACE
(www.koreataletrace.com)가 2016 년 진학생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등 수상자에게는 석사 과정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께서는 웹사이트에서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마감 시기
8 월 시작 학기 과정은 매년 10 월- 이듬해 2 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스웨덴 대학 정규 학기는 8 월에
시작하여 6 월 초순에 마칩니다.

커리어의 초석 – 스웨덴에서 일하기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을 위해 최장 6 개월까지 스웨덴에
체류 가능한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한 경우에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스웨덴이 커리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생활 모습
스웨덴 대학에는 활발히 활동하는 다양한 학생회가 존재합니다. 현재 약 4 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 역시
학생 모임에 가입하여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역동적인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의 여행이 용이한 위치상의 이점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스웨덴 국가 공식 유학 웹사이트 스터디 인 스웨덴 (studyinsweden.se)을 방문하여 스웨덴 대학 과정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