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지원서류는 한국어로 제출해도 됩니까? 

아니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시험시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영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OTS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워드 혹은 pdf 파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다른 

제출서류는 pdf 형태의 스캔본으로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3. 기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OTS지원서 및 제출서류 외에 기타 증빙자료를 OTS 후원 대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네덜란드교육진흥원에 제출하신 서류는 오렌지튤립장학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공인영어성적은 필수인가요? 

유학에서 공인영어성적은 필수입니다. 영어성적을 접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유보됩니다 

(conditional offer로 남으며,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unconditional로 바뀜). 예외적으로, OTS 후원 



대학에서 영어성적 제출 면제받은 경우 (영어권 대학 학사 졸업자)는 OTS 지원 시에도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하길 바랍니다. 

6. OTS 지원마감일까지 합격 통보를 받기 전인데, OTS 지원이 가능할까요?

대학(원) 지원이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다는 confirmation letter 를 합격서 대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OTS는 몇 개 대학에 지원가능합니까?

OTS 2022-2023 프로그램의 경우, 1 개 대학/1 개 전공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8.타 장학금과 OTS장학금 복수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통 네덜란드 대학 교내 장학금을 제외하고 복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대학마다 장학금 지원정책이 다릅니다. 일례로 통상 홀란드 장학금과 OTS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안되지만, 어떤 대학은 홈페이지내 장학금란에 OTS성적우수자에 한해 홀란드 장학금이 

수혜가 될 수도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대학으로 개인이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9.선발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OTS 장학생 선발은 OTS 후원대학에게만 있습니다.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대학도 있으므로 지원자의 수보다 학생의 자질과 지원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장학금은 등록금 면제 형태인가요?

네, 대부분의 OTS 장학금이 입학시 내야 하는 1 년 등록금의 전액 면제 혹은 부분 감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은 대학으로부터 OTS를 제한 금액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생활비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별도로 대학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11. OTS 후원대학과 지원 가능 전공은 매년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1년 단위로 후원 대학 및 기업을 새로 모집하기 때문이며, 대학 예산이 1년 

단위로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OTS 가 지원되는 대학이 OTS 장학생을 뽑으려는 전공 또한 

대학의 제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 추천서 양식은 어떻게 되며, 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OTS 후원대학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는 경우 자유양식으로 워드나 pdf 에 담아 기타 OTS 

지원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에 따라 온라인 입학전형때 추천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천인이 바로 대학에 보내는 미국대학과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추천서를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