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혜택

26세 미만의 학생은 폴란드 내 모든 대중 교통 수단 할인 대상이 됩니다 (상
황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유 철도 – 유로 시티(Euro City)를 제외한 모든 열차 2등석 구입 시
5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폴란드 고등 교육 기관에서
발행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카드
▶ 시영 교통 – 일반적으로 5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
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카드 (경우에 따라 국제 학생증 카드(ISIC)
도 포함). 

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주거 시설을 임대할 수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기숙사가 선호되나, 그런만큼 경쟁률이 높아 기숙
사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

근로 활동

의료 시설

유럽연합/유럽경제지구 소속 국가 출신의 학생은 폴란드 내 근로 활동이 가능
하지만, 그 외 국가 출신 학생들은 별도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유럽 출신 지원
자가 없는 공석에 지원했을 경우에 한해 채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유럽경제지구 소속 국가 출신의 학생은 자국에서 발급받은 유럽건
강보험카드(EKUZ)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 한해 폴란드 내 의료 시설을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 출신 학생들은 개인 건강 보험에 가입해
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nfz.gov.pl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과학고등교육부 www.nauka.gov.pl
교육복지증진재단(FRSE) www.frse.org.pl
폴란드아카데믹스쿨총장총회(KRASP) www.krasp.org.pl

http://www.nfz.gov.pl/


폴란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폴란드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이며 유럽
경제 9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 유럽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
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 2004년 유럽 연합(EU)에 가입한 회원국입니다.
▶ 인구수 3천8백만의 대국입니다.
▶ 2007년 쉥겐 조약에 가입한 쉥겐 비자 허용 지
역(Schengen Area)입니다.
▶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교육 기관들과 어깨를 나
란히 할 만한 교육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 450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
다.
▶ 폴란드 대학은 200개 이상의 전공 분야 교육 과
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로 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폴란드 내 학생 수는 이미 170만명에 달하고 있
습니다.



유럽
고등 교육 구역

폴란드 과학고등
교육부 교육복지증진재단

(FRSE)



폴란드 내 유학생을 위한 미니 가이드북

폴란드 고등 교육

폴란드는 1999년 볼로냐 선언에 서명한 29개국 중 하나로, 이후 폴란드는 볼로
냐 개혁(Bologna Process)에 맞는 고등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많은 법적 변
화를 거쳐 왔으며, 그 결과 폴란드 전역의 고등 교육 기관이 소위 “볼로냐 제
도(Bologna Tool)”이라 불리는 3단계 학제, 유럽학점교류시스템(ECTS), 그
리고 학위 설명 자료 등을 갖추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완
벽한 국가자격체제 실행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폴란드 내 학생들은 대학
식 교육 기관과 비대학식(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 교육 기관 중 원하
는 곳에서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고등 교육
구조

학년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동일 수준의 자격증)

학사
(대학졸업장/공학준박사)

1단계 180`~240 유럽통합학점

석사

2단계 90`~120 유럽통합학점

석사

석학사 통합 과정

270`~360 유럽통합학점

제 3단계 박사



폴란드 고등 교육 기관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단계 프로그램: ▶ 3~4년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학사(Licencjat) 학위
를 취득합니다. ▶ 3.5~4년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공학준박사(Inzynier) 학위
를 취득합니다.
▶ 제 2단계 프로그램: 1.5~2년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석사(Magister) 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합니다. 제 1단계 프로그램을 완수한 학생만 지
원이 가능합니다.
▶ 통합 프로그램: 4.5~6년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석사(Magister) 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합니다. 
▶ 제 3단계 프로그램: 박사 학위 취득 과정으로 일부 연구 기관(주로 폴란드
과학원) 및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폴란드 고등 교육 기관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프로그램

다수의 폴란드 고등 교육 기관이 영어 및 기타 외국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외국어 강의 목록은 www.go-poland.pl 및 www.krasp.org.pl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시험 및 평가
학기 첫 번째 시험(Sesja)은 2월쯤에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 종강 이후부
터 시작된 시험은 2월 둘째주에서 셋째주까지 이어지며, 이 시기 학생들은 다양
한 필기 및 구두 시험(Egzaminy)을 치루게 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약 2주 간의 겨울 방학을 즐긴 학생들은 이어 여름 학기를 시작하
게 됩니다. 여름 학기는 7월 말까지 이어지며 종강 이후에는 두 번째 시험이 이어
지게 됩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각 강의 유형(프로젝트, 통합 실습 등)이 요구하는 최
소 점수를 충족시켜야지만 강의를 패스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매우 좋음(5), 어느
정도 좋음(4+~4.5),좋음(4), 어느 정도 만족스러움(3+~3.5), 만족스러움(3), 불합
격(2)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정 고등 교육 기관이 사용하는 평가 체제에 대해 알
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교육 기관의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유학 비용

폴란드 시민권을 지닌 학생 및 폴란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유럽
연합/유럽경제지구 소속 국가 시민 및 폴란드 카드(Karta Polaka) 소유자 등)
을 갖춘 후 폴란드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생은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고등 교육
기관(HEI)에 무료 정규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폴란드 내 유학생
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직업 고등 교육 과정, 석사 학위 과정, 대학원 과정 학생은 연당 2,000 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박사 과정, 대학원 및 전문가 과정, 과학, 예술, 전문가 및 교육 인턴쉽 과정
학생은 연당 3,000 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직업 과정 및 견습 과정 학생은 연당 3,000 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폴란드 유학을 위한 기초 과정을 포함한 언어 과정 학생은 연당 2,000 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립교육기관의 학비는 각 교육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연간 학비는
2,000~6,000 유로 정도이며 교육 기관과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
다 (의대 과정 및 경영학 석사 과정의 경우 연간 학비는 8,000~12,000 유로입
니다).

폴란드 월생활비: 폴란드 학생은 평균 월생활비는 300~700 유로입니다.

50~100 유로 120~150 유로 30 유로 20~40 유로 12 유로/7 유로

2~3.5 유로 1.7~3 유로 1.5~3 유로 5~6 유로 0.6 유로

kg당 6~7 유로 kg당 6 유로 1.5L당 0.5 유로 0.8 유로 0.8 유로

기숙사 개인 원룸 전기 및 가스비 월정액교통권 여성이발/남성이발

구내식당점심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펍에서 맥주 한 잔 영화표 빵

햄 치즈 물 우유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