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튤립장학금은 한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
시아,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이 네덜란드에서 영어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네덜란드 대학과 기업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오렌지튤립장학금이 런칭되어 6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렌지튤립장학금
오직 우수한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금

OTS
Orange Tulip Scholarship

2015-2016

전공: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IBA) specialisations 과정 전체

수혜시기: 위 전공 마지막 학년도에 지급

대상자: 2명 

장학금: 1인당 5,000유로

학사과정

전공: 영어로 개설된 MSc과정인 General Management, Hospitality Management,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수혜시기: 위 전공 마지막 학년도에 지급

대상자: 6명 

장학금: 1인당 7,500유로

석사과정

전공: Discovering the Dutch: Dutch Culture and Society (20 July ~ 14 August 2015)

대상자: 1명

장학금: 660유로

Utrecht Summer School
www.utrechtsummerschool.nl

Wittenbo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ww.wittenborg.eu

전공: European Studies, Hotel Management, Interdiscipliniary Arts, International Business, Music

대상자: 1-2명

수혜기간: 전학년

장학금: 1인당 연간 3,600유로

학사과정

- OTS지원마감이 1월부터 5월까지 각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대학별 일정을 네덜란드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연간 장학금의 ‘연간’은 학사연도 기준입니다. (예: 12개월, 15개월 등 구분 없이 2015-2016)

- 연간 장학금은 전공과정 전 학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다만, 학사연도 첫해에 요구되는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는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은 따로 언급이 없는 경우, 등록금 감면 형태로 지급됩니다.

중요 안내사항:

전공: Music

대상자: 1-2명

수혜기간: 전학년

장학금: 1인당 연간 3,600유로

석사과정

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ww.zuyd.nl

네덜란드교육진흥원 Nuffic Neso Korea

서울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0층

T. 735-7673
F. 735-7675
E. ots@nesokorea.org
W. www.nesokorea.org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교육진흥원 홈페이지내 오렌지튤 
립장학금 2015-2016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2015년 7월

자세한 내용은
www.nesokorea.org

참고

서류접수
2015년 3월 25일 오후3시

지원절차 및 장학금 안내

1차 서류 심사
네덜란드교육진흥원

2차 장학금 심사
OTS 후원 대학

합격자 발표
2015년 6월

> > > > >

University of Amsterdam
www.uva.nl

소속대학원: DasArt, Master Theater, Theaterschool

전공: Master of Theatre

대상자: 1명

장학금: 2,500 유로

석사과정

소속대학원: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전공: Master i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MIBM),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MBA)

대상자: 1명

장학금: 3,000유로

석사과정

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Groningen
www.hanze.nl

소속대학: Economics and Business

전공: BSc Economics & Business 

대상자: 1명

장학금: 연간 6,000 유로

학사과정

소속대학원: Economics and Business

전공: 위 대학원 내 영어로 개설된 석사과정 일부 (상세전공은 네덜란드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대상자: 1명

장학금: 12,000유로

석사과정

소속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전공: 위 대학원 내 영어로 개설된 석사과정 일부 (상세전공은 네덜란드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대상자: 1명

장학금: 연간 12,000유로

소속대학원: Amsterdam Law School

전공: 위 대학원 내 영어로 개설된 모든 과정

대상자: 1명

장학금: 연간 생활비 12,000유로

소속대학원: Amsterdam Business School

전공: MBA, Master in International Finance (MIF)

대상자: 2명 (위 전공 각 1명씩)

장학금: 15,500유로 (MBA), 9,900유로 (MIF)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ww.thehagueuniversity.com

Amsterdam School of Arts
www.ahk.nl

학사과정

전공: 영어로 개설된 학사 과정 전체

대상자: 2명

장학금: 1인당 5,000 유로

전공: 영어로 개설된 모든 석사과정

대상자: 2명

장학금: 1인당 5,500유로

석사과정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SS) of Erasmus University
www.iss.nl

소속대학원: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전공: 영어로 개설된 모든 MSc 프로그램 (단, MSc in International Manangement/CEMS 제외)

대상자: 1-2명

장학금: 16,400유로 한도 내 전액 혹은 부분 장학금

석사과정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Erasmus University (RSM)
www.rsm.nl

소속대학원: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Faculty of Law

전공: 위 대학원에 영어로 개설된 석사과정 전체

대상자: 2명 (위 대학원 각 1 명씩)

학금: 연간 1인당 14,000 ~ 16,000유로 (전공에 따라 상이함)

석사과정

소속대학원: Faculty of Arts

전공: 위 대학원내 영어로 개설된 MA 과정

대상자: 2명

장학금: 1인당 생활비 월 450유로

석사과정

University of Groningen
www.rug.nl

소속대학원: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전공: 위 대학원 내 1년짜리 MSc 과정

대상자: 1명

장학금: 생활비 9,000유로

소속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s

전공: Clinical and Psychosocial Epidemiology, Medical and Pharmaceutical Drug Innovation

대상자: 2명 (위 전공 각 1명씩)

장학금: 1인당 연간 등록금 13,400유로와 생활비 약 850유로, 비자비

전공: MaastrichtMBA – 풀타임 과정

대상자: 2 명

장학금: 1인당 13,600유로

석사과정

Maastricht School of Management
www.msm.nl

Maastricht University
www.maastrichtuniversity.nl

전공: 영어로 개설된 석사과정 전공제한 무 (단, Erasmus Mundus 프로그램 제외) 

대상자: 1명

장학금: 연간 6,750유로, 비자 및 보험료

석사과정

소속대학원: Faculty of Law

전공: European Law 

대상자: 2명

장학금: 연간 6,750유로, 비자 및 보험료

전공: International MBA, MSc in Management

대상자: 5명 (MBA 3명, MSc 2명)

장학금 MBA: 전액장학금 32,500유로 (1명), 반액장학금 16,250유로 (1명), 부분장학금 10,000유로 (1명)

장학금 MSc in Management: 전액장학금 24,000유로 (1명), 부분장학금 10,000유로 (1명)

석사과정

Nyenrode Business Universiteit
nyenrode.nl

Radboud University
www.ru.nl

전공: 영어로 개설된 모든 학사

대상자: 2명

장학금: 1인당 3,900유로

학사과정

전공: 풀타임 International MSc in Business Administration (MScBA), 풀타임 International MBA

대상자: 4명 (MSc 2명, MBA 2명)

장학금 MScBA: 1인당 최대 10,000유로

장학금 MBA: 1인당 최대 25,000유로

석사과정

Saxi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ww.saxion.edu

TIAS School for Business and Society
www.tias.edu

소속대학원: Faculty of Social Sciences, Faculty of Science

전공: 위 대학원에 영어로 개설된 모든 석사과정

대상자: 2명 (위 대학원 각 1명씩)

장학금: 연간 1인당 6,750유로, 비자 및 보험료

소속대학원: Tilburg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Tilburg Law School

전공: 위 대학원에 영어로 개설된 1년짜리 석사과정

대상자: 2명 (위 대학원 각 1명씩)

장학금: 1인당 6,500유로

석사과정

Tilburg University
www.tilburguniversity.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