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E 학위과정   

1. Business, Sports & Event, Media  

학사(Bachelor of Science) 

3 년 

4 학기 해외 교환학생, 졸업 전 인턴십 필수  

지원자격 
유학원을 통한  

UE Direct Entry 입학 서류 

Business & Management Studies (EN, GER) 

3 년 

11,340 €  

EN: 베를린, 함부르크 

GER: 이절론 

1 순위: Anabin Direct 

Entry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순위: 

Anabin Direct Entry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한국내 H+ 대학교 

합격증을 소지한 자  

 

 

1. 지원서 

2. 여권사본 

3. 증명사진 

4. Curriculum Vitae 

5. Letter of Motivation (2-

3 페이지) 

6. 고등학교 졸업장 

7. 고등학교 성적표 

8. 수능 성적표 

9. H+ 대학 합격증  

10. 어학능력 증명서 

최소 IELTS 5.5 (각 항목 5.0) 

Duolingo 80 

EFSET 51 (영어를 사용하는 

최종학력기관 출신만) 

TOEFL 60 

독일어 B2 

11. Application Fee – 50 Euro 

영수증 

https://www.flywire.com/pay/ue-

germany 

 

입학서류통과 후  

1. 입학시험 (영어, IQ 테스트, 

Personality 테스트)  

 

2. 인터뷰 

베를린 EN (X) 

베를린 GER (X) 

함부르크 EN (X) 

함부르크 GER (O) 

이절론 EN (O) 

이절론 GER (O) 

 

 

Digital Business & Data Science (EN) 

3 년 

11,340 €  

EN: 베를린, 함부르크 

Sport & Event Management (EN, GER) 

- Soccer Management (Specialization) 

- Basketball Management (Specialization) 

3 년 

11,340 €  

EN: 베를린 

GER: 함부르크, 이절론 

Communication & Media Management (GER) 

3 년 

10,340 €  

GER: 함부르크 

Psychology (GER) 

3 년 

11,340 €  

GER: 베를린, 함부르크, 이절론 

Business Psychology (GER) 

3 년 

12,300 € 

GER: 함부르크, 이절론 

 

 



 

복수전공 학사(Dual Bachelor) 

3.5 년 혹은 4 년 

졸업 전 인턴십 필수 

지원자격 
유학원을 통한  

UE Direct Entry 입학 서류 

Dual Sports & Event Management at ALBA Berlin 

College (EN)  

4 년 

9,420 €  

EN: 베를린 

ALBA Berlin 실업 농구팀 필수 인턴십  

1 순위: Anabin Direct 

Entry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순위: 

Anabin Direct Entry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한국내 H+ 대학교 

합격증을 소지한 자  

 

 

1. 지원서 

2. 여권사본 

3. 증명사진 

4. Curriculum Vitae 

5. Letter of Motivation (2-

3 페이지) 

6. 고등학교 졸업장 

7. 고등학교 성적표 

8. 수능 성적표 

9. H+ 대학 합격증 

10. 어학능력 증명서 

최소 IELTS 5.5 (각 항목 5.0) 

Duolingo 80 

EFSET 51 (영어를 사용하는 

최종학력기관 출신만) 

TOEFL 60 

독일어 B2 

11. Application Fee – 50 Euro 

영수증 

https://www.flywire.com/pay/ue-

germany 

 

입학서류통과 후  

1. 입학시험 (영어, IQ 테스트, 

Personality 테스트)  

 

2. 인터뷰 

베를린 EN (X) 

베를린 GER (X) 

함부르크 EN (X) 

함부르크 GER (O) 

이절론 EN (O) 

이절론 GER (O) 

Business & Management Studies - Taxes (GER) 

4 년 

4,740 €  

GER: 함부르크, 이절론  

8 월 1 일 시작 

NRW 주 상공회의소, 기업 지원 특화 전, UE 

학사과정,  IHK 아우스빌둥 수료증(Tax), 입학 전 

필수 프랙티쿰 

http://www.bits-hochschule.de/de/bachelor/ (독일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http://www.bits-hochschule.de/en/bachelor/ (영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석사과정 (Master of Science) 

1 년 혹은 2 년 
지원자격 

유학원을 통한 UE Direct Entry 

입학 서류 

Corporate Management (EN, GER) 

1 년 

13,188 €  

EN: 베를린, 함부르크 

GER: 이절론 

1 순위:  

4 년제 H+ 대학 졸업장 

GPA 2.5/4 이상(B-) 

학사 전공 연계 (60 ECTS 

이상 수강자) 

 

2 순위: 

GPA 2.5/4 미만 (C 이하)인 

경우 교수 추천서 필수 

 

학사 전공 연계자가 아닌 

경우 한가지 선택 

- Pre-Master 

과정(1 학기) 이수 필수 

혹은 

- 6 개월 이상 풀타임 

직업 경력 증명서 제출 

 

 

1. 지원서 

2. 여권사본 

3. 증명사진 

4. Curriculum Vitae 

5. Letter of Motivation  

(2-3 페이지) 

6. 고등학교 졸업장 

7. 고등학교 성적표 

8. H+ 대학 졸업장 

9. H+ 대학 성적표  

10. 어학능력 증명서 

최소 IELTS 5.5 (각 항목 5.0) 

Duolingo 80 

EFSET 51 (영어를 사용하는 

최종학력기관 출신만) 

TOEFL 60 

독일어 B2 

11. Application Fee – 50 Euro 

영수증 

https://www.flywire.com/pay/ue-

germany 

 

입학서류통과 후 

인터뷰 

베를린 EN (X) 

베를린 GER (X) 

함부르크 EN (X) 

함부르크 GER (O) 

이절론 EN (O) 

이절론 GER (O) 

Finance & Management (EN) 

2 년  

13,188 €  

EN: 베를린 

Int. Sport & Event Management (EN) 

2 년 

13,188 €  

EN: 베를린 

International MBA (EN) 

1 년  

17,500 €  

EN: 베를린, 함부르크, 이절론 

 

Pre-Master Business (EN, GER) 

6 개월 

5,670 €  

EN: 베를린, 함부르크 

GER: 이절론 

 

Pre-Master 과정 마친 후  

공립대 석사 과정 지원 가능 

 

http://www.bits-hochschule.de/de/master/ (독일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http://www.bits-hochschule.de/en/master/ (영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학위과정  

2. Art & Design  

학사(Bachelor of Art) 

3.5 년 

5 학기 해외 교환학생 혹은 인턴십 필수 

지원자격 
유학원을 통한 UE Direct Entry  

입학 서류 

Communication Design (EN, GER) 

3.5 년 

10,380 €  

EN: 베를린 

GER: 함부르크 

1 순위: Anabin Direct 

Entry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순위: 

Anabin Direct Entry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한국내 H+ 대학교 

합격증을 소지한 자  

 

 

1. 지원서 

2. 여권사본 

3. 증명사진 

4. Curriculum Vitae 

5. 고등학교 졸업장 

6. 고등학교 성적표 

7. 수능 성적표 

8. H+ 대학 합격증 

9. BTK Questionnaire  

10. 마페 (주제별 15-20 작품) 

11. 최소 IELTS 5.5 (각 항목 5.0) 

Duolingo 80 

EFSET 51 (영어를 사용하는 

최종학력기관 출신만) 

TOEFL 60 

독일어 B2 

12. Application Fee – 50 Euro 

영수증 

https://www.flywire.com/pay/ue-

germany 

 

입학서류통과 후 

인터뷰 –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Special Assignment  

실기 마페 온라인 제출 

 

Game Design (EN, GER) 

3.5 년과정 

10,380 €  

EN: 베를린 

GER: 함부르크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마페 3-5 작품 제출 

Illustration (GER) 

3.5 년과정 

10,380 €  

GER: 베를린, 함부르크 

Film & Motion Design (EN, GER) 

3.5 년과정 

10,380 €  

EN: 베를린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GER: 함부르크 

마페 제출 필수 아님 

Photography (EN, GER) 

3.5 년과정 

10,380 €  

EN: 베를린 

GER: 함부르크 

Digital & Interaction Design (GER) 

3.5 년과정 

10.380 €  

EN: 함부르크  

2020 년 9 월 새롭게 오픈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http://www.btk-fh.de/de/bachelor/ (독일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http://www.btk-fh.de/en/bachelor/ (영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석사 (Master of Art) 

1 년 혹은 1.5 년 
지원자격 

유학원을 통한 UE Direct Entry  

입학 서류 

Media Spaces (EN) 

1.5 년 과정 

12,600 €  

EN: 베를린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4 년제 H+ 대학 졸업장 

GPA 2.5/4 이상(B-) 

학사 전공 연계 

 

- GPA 2.5/4 미만 

(C 이하)인 경우 교수 

추천서 필수 

 

학사 전공 연계자가 아닌 

경우 한가지 선택 

- Pre-Master 

과정(1 학기) 이수 

필수 혹은 

- 6 개월 이상 풀타임 

직업 경력 증명서 

제출 

 

 

1. 지원서 

2. 여권사본 

3. 증명사진 

4. Curriculum Vitae 

5. Letter of Motivation  

(2-3 페이지) 

6. 고등학교 졸업장 

7. 고등학교 성적표 

8. 수능 성적표 

9. H+ 대학 졸업장 

10. H+ 대학 성적표 

11. 마페 (주제별 15-20 개) 

12. 인터뷰 (45분) 

13. 어학능력 증명서 

최소 IELTS 5.5 (각 항목 5.0) 

Duolingo 80 

EFSET 51 (영어를 사용하는 

최종학력기관 출신만) 

TOEFL 60 

독일어 B2 

14. Application Fee – 50 Euro 

영수증 

https://www.flywire.com/pay/ue-

germany 

 

입학서류통과 후 

인터뷰 –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Photography (EN) 

1.5 년과정 

12,600 €  

EN: 베를린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Innovation Design Management (EN) 

1 년과정 

14,300 €  

EN: 베를린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마페 제출 필수 아님 

Visual & Experience Design (EN) 

1 년과정 

14,300 €  

EN: 베를린 

9 월 겨울학기 Intake 만 가능 

Pre-Master Art/Design (EN, GER) 

6 개월 

5,190 €  

EN: 베를린 

GER: 베를린 

 

Pre-Master 과정 마친 후  

공립대 석사 과정 지원 가능 

 

http://www.btk-fh.de/de/master/  (독일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http://www.btk-fh.de/en/master/ (영어 입학관련 정보 링크) 

 

 

 

 

 

 

 

 

 



UE 스튜디엔콜렉 

코스 지원자격 
유학원을 통한 UE Direct Entry  

입학 서류 

T 코스  

GER(T 코스 – 독일 전 지역 대학 지원 가능) 

 

B/W 코스 

EN(B코스 – NRW 주 대학 지원 가능) 

GER(W 코스 – 독일 전 지역 대학 지원 가능) 

 

2020 년 10 월 15 일 시작 (28 주, 겨울방학 껴서 

8 개월), 5 월 말 과정 마침, 6 월 초 FSP 시험 

12,500 €  

이절론 캠퍼스 

쾰른시 인가 받은 콜렉프로그램, FSP 시험 주관 

Anabin Direct Entry 

Requirement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 

한국 H+ 대학에서 1 학년 

(35 학점 이상) 취득 

 

 

1. 스튜디엔콜렉 지원서 

2. 여권사본 

3. 증명사진 

4. Curriculum Vitae 

5. Letter of Motivation  

(2-3 페이지) 

6. 고등학교 졸업장 

7. 고등학교 성적표 

8. 수능 성적표 

9. H+ 대학 재적 증명서 

10. H+ 대학 성적표 

11. 어학능력 증명서 

최소 IELTS 4.5 (각 항목 4.0) 

Duolingo 70 

EFSET 50 (영어를 사용하는 

최종학력기관 출신만) 

TOEFL 60 

독일어 B2  

12. Application Fee – 50 Euro 

영수증 

https://www.flywire.com/pay/ue-

germany 

 

입학서류통과 후 

1. 입학 테스트 (영어 혹은 

독일어, 수학) 

2. 인터뷰 (30분)  

FH Südwestfalen (South Westpha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조건부 입학 

• Uniassist 를 통해 지원하는 공립대학, 

학비 무료 

• 4 개의 캠퍼스 (Iserlohn- 본교, Hagen, 

Soest, Meschede) 

• 1824 년 개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대표 

공립응용과학대학교 

• 14,000 명 등록  

•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등 독일어과정 54 개의 전공, 

• Business Administration 영어 과정 개설  

 

 

 

https://www.ue-germany.com/blog/en-foundationyear 

https://www4.fh-swf.de/de/home/internation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