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학년도 대한민국 학생, 연구자, 교수진 대상
라트비아 장학금 안내
라트비아와 대한민국 간 교육과 과학 협력 상호 협정에 따라, 라트비아 국가교육개발국
(the State Education Development Agency of Latvia) 은 2021/2022 년도 대한민국의
학생,

연구원과

교수진들이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

(Latvi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HEIs) 에서 진행되는 여름 학교에 참여 및 연구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대한민국 국민

I. 2021/2022 년도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위한 라트비아 장학금
a) 지원 조건
한 국가의 지원자들의 장학금은 일년간의 장학금 총 액수의 10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의

주요

수학언어는

라트비아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업

프로그램들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studyinlatvia.lv 를 방문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학사 (Bachelor’s) 지원자와 전문 고등 교육의 초급 단계 (the first level of professional
higher education studies) 지원자는, 지원일자 (2021 년 2 월, 3 월) 기준 최소 1 년 의 학업
(본국의 고등교육기관 혹은 이미 라트비아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 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게 됩니다.
학사와 석사 장학금은 한 학년도에 해당됩니다. -최대 10 개월 (박사 장학금은 최대
11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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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철학, 라트비아 문학, 라트비아 문화, 라트비아 역사를 전공하는 석사 과정을 위한
장학금이 우선시 되므로, 따라서 전체 석사과정 기간인 두 학년도 동안 장학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라트비아에서 추가로 1 년 더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다시 라트비아
장학금에 지원해야 합니다. 라트비아 장학금은 두 학년도 이상 연속으로 한 학생에게
수여될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 언어, 문화,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 예외)
라트비아의 학년도는 9 월 1 일에서 시작해 6 월 30 일에 종료됩니다.
b) 지원 과정 (2021 년 4 월 1 일 마감)
2021 년 2 월 1 일, 라트비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양식란이
웹사이트 https://viaa.gov.lv/eng/scholarships_gov/latvian_scholarships/ 에 개설됩니다. 지원자는
시스템상 가입 신청을 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문서들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1.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 관련기관의 확인서 사본: 해당 문서는 외국학생이 선택한 학업
프로그램의 수행능력 및 언어능력 (라트비아어 혹은 다른 EU 공식언어) 을 확인 및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관계담당부서/외국인학생담당부서에
직접

연락하길

바랍니다.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

담당자

리스트:

www.viaa.gov.lv/scholarships
2. CV (이력서) (지원자들은 유로패스 Europass CV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3. Letter of motivation (자기소개서) (라트비아 및 본국에서 수학한 학업과 관련된 교과외
활동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예: 관련 단체 업무, 학술대회 참여, 국제 프로젝트 등)
4. 고등교육기관 등의 성적 증명서 사본 혹은 기록물 등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문서
(학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5. 지원서 제출일 기준 6 개월 이내의 두 개의 교수진 추천서 사본
6. 장학금 수여기간의 학업수행계획서. 양식:
https://viaa.gov.lv/eng/scholarships_gov/latvian_scholarships/
7. 학업에 필요한 언어 실력을 증명하는 증명서나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8. ID(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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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 라트비아어나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모두 라트비아어나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불완전한 지원서류들은 선발 과정에서 고려/검토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같은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해 임명되었을 경우,
지원자는 당국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경우 당국에 신청 서류를 보내야합니다.
c) 재정 지원



라트비아 장학금의 총액:
- 학사/석사: 한달에 500 EUR
- 박사 : 한 달에 670 EUR



라트비아고등교육기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학습 프로그램은 무료가
아닙니다. 라트비아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수업료를 지불하거나 숙박 및 식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액수는 라트비아의 모든 경비를 충당
할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수의 호스트 고등교육기관은 장학금 소지자에게 학생 기숙사 또는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의 숙소 요청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도착하기 1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달이든, 외국인 학생이 라트비아에 거주하는 기간이 15 일이 되지 않는다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어 수혜될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과 본국으로 오고가는 여행경비는 라트비아 장학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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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보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d) 지원서 평가 및 결과 확인
모든 지원서류들은 라트비아 교육개발국 (VIAA)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되고, 이 위원회에
의해

장학금

수여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평가

항목

확인:

www.viaa.gov.lv/scholarships
2021 년 6 월 초, VIAA 홈페이지 (www.viaa.gov.lv/scholarships) 에 최종 합격자들 명단이
게시됩니다. 또한, 모든 지원자들은 2021 년 6 월 중,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II. 2021/2022 년도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 연구활동 지원금
a) 지원 조건
외국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의 학술 및 연구 직원 만이 라트비아 주립 대학의 연구
지원금 선발 대상자 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 달 간 수여됩니다.
라트비아의 학년도는 9 월 1 일에서 시작해 6 월 30 일에 종료됩니다.
b) 지원 과정 (2021 년 4 월 1 일 마감)
2021 년 2 월 1 일, 라트비아 연구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양식이
웹사이트 www.viaa.gov.lv/scholarship 에 열리게 됩니다. 지원자는 시스템상 가입 신청을
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문서들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1. 관련 라트비아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의 서신 사본. 해당 문서는 그곳에서
외국인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라트비아 HEI 의 담당자
명단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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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CV) 및 학술지 목록 (지원자는 Europass CV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라트비아에서의 연구 작업을 위한 연구 계획.
4. 동기 부여 레터.
5. 석사 학위 증서 (졸업 증서 포함) 또는 박사 학위 증서 사본.
6. 지난 3 개월 이내에 서명 한 고등 교육 또는 연구 기관의 한 교직원에게서 추천서 사본.
7.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원본이 라트비아어나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모두 라트비아어나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불완전한 지원서류들은 선발 과정에서 고려/검토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같은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해 임명되었을 경우,
지원자는 당국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경우 당국에 신청 서류를 보내야합니다.
c) 재정 지원



라트비아 연구활동 지원금의 총액은 하루 30EUR 이고, 한 달 체류비로는 최대
300EUR 이 지원됩니다.



연구활동 지원금 수혜자는 전체 연구 기간 동안 라트비아 리가의 거주지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수혜자가 호스트 HEI 에서 연속 14 일 간 부재할 경우,
지원금은 취소됩니다.



요청시, 고등교육기관은 연구활동 지원금 수혜자에게 기숙사 혹은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합니다. 국제기숙사 거주 요청은 최소 도착 1 달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연구원들은 도시 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 연구활동 지원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어 수혜될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 고등교육기관과 본국으로 오고가는 여행경비는 라트비아 연구활동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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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지원금 수혜자는 보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d) 지원서 평가 및 결과 확인
모든 지원자들은 라트비아 교육개발국(VIAA)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되고, 다음 평가
항목을 따릅니다.:
1) 연구 계획서
2) 라트비아의 연구에 대한 동기
라트비아 언어, 라트비아 문학, 라트비아 문화에 대해 연구 지원을 한 외국인 지원자들은
1 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2021 년 6 월 초, VIAA 홈페이지 (www.viaa.gov.lv/scholarships) 에 합격자들 명단이
게시됩니다. 또한, 모든 지원자들은 2021 년 6 월 중, 이메일로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III. 2021 년도 라트비아 여름학교 참여 장학금
a) 지원 조건
라트비아 여름학교 참여 장학금은 오직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수진, 연구진들
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b) 지원 과정 (신청서는 2021 년 2 월 1 일에 오픈되며 마감일은 2021 년 4 월 1 일
입니다.)
라트비아 여름학교 참여 장학금 지원에 관한 정보는 여름학교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여름학교 지원서 양식

2.

CV (Curriculum vitae) (이력서)

3.

Motivation letter (자기소개서)

2021 년도의 라트비아의 여름학교 리스트는 2 월 1 일에 하기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www.viaa.gov.lv/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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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정 지원



VIAA 가 여름학교게 제공하는 라트비아 장학금의 총액은 여름학교 기간 동안 1 인
당 711 EUR 입니다.



장학금은 VIAA 에 의하여 여름학교 운영진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라트비아 장학금
수혜자들에게는 어떠한 금액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름학교 참여자들은 본국과 라트비아 여름학교로 오고가는 여행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d) 지원서 평가 및 결과 확인
라트비아 교육개발국(VIAA)의 평가 위원회가 장학금 수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여름학교 운영 고등교육기관들은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State Education Development Agency (Valsts izglītības un attīstības aģentūra)
Vaļņu iela 1, Rīga, LV-1050
담당자:
Ms Marika Pīra
Senior Speciali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me Unit
Telephone: + 371 67814331, e-mail: scholarships@viaa.gov.l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