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이스라엘 정부 장학금 선발 안내

과정

2021-2022 학년도 장학금

하계어학과정

석∙박사 학위과정, 박사 후 과정, 연구과정

하계어학과정(Summer Ulpan)

(치∙의학, 수의학 분야 제외)

- 7-8 월 사이 3.5 주 과정

자격요건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만 35 세 이하인 자 (학업 개시일 기준)
 영어 또는 히브리어 실력을 갖춘 자
 지원하는 이스라엘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요건을 갖춘 자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지원조건  2021-2022 학년도 학비의 50%
(최대 USD 6,000)
 기초의료보험

 4 년제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하계어학과정 수업료 전액
 기숙사
 문화 사회활동

 생활비 – 매월 USD $850 (8 개월간 지원)  기초의료보험
 생활비 – USD$ 300 (일회 지급)
* 지원내역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
(본인부담 예: 기숙사비(하계어학과정 제외), 생활비, 항공료 등)
* 장학금 지급조건은 이스라엘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학교 아리엘대학교, 벤구리온대학교,
바르일란대학교, 텔아비브 대학교,

이스라엘 외무부와 계약맺은 대학교
(추후 발표 예정)

히브리대학교, 하이파대학교,
와이즈만연구소, 테크니온공대 등
*장학금 지급 대상 대학 전체 목록:
http://www.che.org.il/en
제출서류  지원서 (사진 3 장)
 이력서 (자유양식)
 지도교수 추천서 (2 명, 자유양식)
 건강진단서(지원서 내 양식을 의사가 직접 기입 후 의사의 서명과 병원도장
필수)

 영어공인성적(TOFEL, GRE, GMAT, IELTS) (영어권 국가에서 재학이거나 졸업한
자 제외) 또는 히브리어 공인성적(히브리어로 진행되는 과정 지원 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
 지원과정 소개(학교 또는 연구소의
이름과 지도교수 포함)
유의사항  지원서는 주한이스라엘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다운받아 작성
o 홈페이지: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
o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embisrael/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원본 각 3 부를 작성하여 제출 (추천서 및
건강진단서 포함) (우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 불가)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기존 장학금 수혜자 또는 외부장학금 수혜자는
추가지원 불가)
 장학금 대상자는 A2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장학금 대상자에 한해 발급비
무료)
 입학절차와 장학금 지원 절차는 별도의
과정임

 하계어학과정은 별도의 입학과정을
거칠 필요 없음

 지원 과정이 어학과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과정은 자비로 등록해야 함
일정 및

 지원마감일: 2021 년 3 월 31 일 수요일 (3 월 31 일 도착분 까지 접수)

안내

 면접일: 2021 년 4 월 첫주 (서류합격 후 통보예정, 면접일에 한국에 없을 경우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
 최종발표: 2021 년 6 월 예정이며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문의: 주한이스라엘대사관 학술과 02-3210-8510 / academy@seoul.mfa.gov.il
 서류접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18 층 학술과 (우.
03187)
* 우편물 앞면에 “정부장학금 지원서” 명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