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zlich willkommen
bei den Deutschkursen des Forum DaF/DaZ Mainz e.V.,
den Deutschkursen in der ESG Mainz

독일어 집중과정
z

독일 종합대학(Universität)이나 단과대학(Fachhochschule)이나 대학부설의 입학예비 과
정(Studienkolleg)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나 분반시험, 또는 독일어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집중과정

z

‚직업 독일어’나 ‚계속교육’(Weiterbildung)에 관련하여 초급 이상의 독일어 능력을 취득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집중과정

본 학원에 개설된 과정에서는 표준 독일어를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강
의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또한 문법이나 어휘와 병행하여 언어에서 필요한 4가지 분야에 대해
균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 쓰기와 말하기.

본 독일어 집중과정에서는 공식 교재와 병행하여 부가적인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합니다: 단
계별 시험이나 신뢰할만한 지문(예를 들어 신문이나 문헌), 놀이, 음악 등. 이러한 것들과 함께
영화관람이나 문화적인 행사, 또는 연수 여행을 통한 현장 교육이 수업과 연계되어 상호 작용을
통한 독일어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본 학원의 과정들은 대학 과정에 맞추어 개설되어 있으며 매 과정마다 6개월 기준, 260-280 시
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z

겨울학기은 10월 중순이나 말에서(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됨) 시작하여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이어지며 4주간의 크리스마스 방학이(12-1월 중) 있습니다.

z

여름학기는 4월 중순이나 말에서(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됨) 시작하며 9월 말까지 이
어지며 4-5주간의 여름 방학이(7-8월 중) 있습니다.

z

현재 개설되 있는 과정은 4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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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와 개강일은 홈페이지 ‚Termine und Preise aktuel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z

처음 독일어를 시작하는 초급자를 위한 과정은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z

기초 2 과정은 기초 1과정을 이수하신 분(A1 GeR, 약 150-200시간)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z

중급과정에서는 대학 부설 어학코스의 분반시험(Einstufungstest)이나 대학부설의 입학
예비 과정(Studienkolleg)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Deutsch bei der Aufnahmeprüfung)을
준비합니다.

z

고급과정은 학문적인 형식과 문장들을 배우며, 학업을 위한 독일어 어학능력 증명 시험
인 DSH나 TestDaF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상담 및 학원 안내
본 학원에서는 독일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상
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나 방문, 메일도 환영합니다.

어학원:

ESG-Mainz
Am Gonsenheimer Spieß 1
55122 Mainz
(마인쯔 종합대학에서 20m 거리)

주소(서류접수):

Forum DaF/DaZ Mainz e.V.
Rhabanusstraße 18
55118 Mainz

전화:

0 61 31 / 60 45 99 oder
0 61 31 / 23 45 32

팩스:

0 61 31 / 60 45 99

E-mail:

info@deutschkurse-mainz.de

Internet:

www.deutschkurse-mainz.de

등록을 위해 50유로를 선불하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z

원하시는 교육과정과 자리가 예약이 됩니다.

z

비자연장*이나 보험*, 기숙사 등을 위한 등록확인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z

50유로를 제한 나머지 수강료는 개강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z

만약 미리 등록한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한 어학과정에 다니질 못할 경우에는 최
소한 개강일 3일 전까지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 비자연장이나 체류허가, 보험, 또는 노동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ESG Mainz 홈페이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