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Justus-Liebig-Universität Gießen 대학교 또는 FH Gießen-Friedberg 전문대학교 학생입니까?
-이 대학교에 독일어를 배우기 위하여 지원하셨습니까?
-박사과정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객원연구원이십니까?
-.........?

그리고 독일어코스를 찾으십니까?

여기 JLU Gießen 대학교 외국인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Deutsch-Intensivkurse (독일어 속성코스)
저희 대학교에서는 Gießen 지방교육원 (Kreisvolkshochschule Gießen)과 공동으로 독일어 속성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입문하시는 분 (A1 단계) 이시라면 1 년 동안 여섯 단계를
거처 DSH/TestDaf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단계 (C1.2 단계는 독일어권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 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 속성과정들은 대학지원자들 위한 것이지만 박사과정, 교환학생, 객원연구원 또한 이 분들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에 맞는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계

기간

시험

수강료

A1

7주

내부고시

대략 360 유로

내부고시

대략 360 유로

내부고시

대략 400 유로

140시간
A2

7주
140시간

B1

8주
160시간

B2

6주

내부고시

대략 300 유로

내부고시

대략 360 유로

TestDaF/DSH

대략 400 유로

120시간
C1,1

7주
140시간

C1,2

8주
160시간

모든 수업은 일주일에 20 시간을 하며 각 과정을 수료시 3ECTS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시료
DSH

70유로/회

TestDaF

150유로/회

대학입학 또는 어학 원서접수
다음의 서류 (증명서)들은 uni-assis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서 (www.daad.de/de/download/zulassungsantrag_dt.pdf)
- 공증된 복사본 또는 영어나 독일어 번역본인 고등학교증명서(성적·졸업증명서)
- 공증된 복사본 또는 영어나 독일어 번역본인 수능 성적 증명서
- 공증된 복사본 또는 영어나 독일어 번역본인 대학증명서 (성적·졸업증명서)
- 공증된 복사본 또는 영어나 독일어 번역본인 독일어 언어 증명서
주소:
Justus-Liebig-Universität
uni-assist
Helmholzstraße 2-9
10587 Berlin

Uni-assist 에서는 위에 제시된 서류들을 검사하고 이 서류들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 55 유로입니다.
계좌번호는 www.uni-assist.de/index.php?id=6&ebene=4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검사가 마친 후
uni-assist로 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받은 통지서를 아래의 주소로 (JLU 대학교의
독일어코스 사무실)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를 보내실시 어떤 독일어코스에 등록하고 싶은지
알려주십시오. 그 후 독일어 사무실에서는 비자를 연장 할 수 있도록 등록확인증을 보내드립니다.

JLU 대학의 박사과정학생, 객원 또는 프로그램학생, 직원, 이분의 가족
이 분들은 특별한 서식이 없이 서면으로 (예:이메일) 독일어 코스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Akademisches Auslandsamt der JLU,
Deutsch als Fremdsprache,
Gutenbergstr. 6
D-35390 Gießen
Tel: +49 (0)641 9912148
또한 이 주소로 직접 찾아오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DSH-Wiederholerkurs (DSH – 재시험코스)
JLU Gießen 대학교에서 DSH 시험을 쳤지만 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DSH-2 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은
수업기간 (Vorlesungszeit) 동안 DSH-재시험을 준비하는 무료 독일어 수업을 260 시간 (1 주일에 20 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er Hochschulsommerkurs (HSK – 국제대학 여름코스)

국제대학 여름코스은 매 겨울학기 전 9 월에 열리며 4 주 동안 (대략 95 시간) 문법, 작문, 대화 언어수업과
지리수업을 제공합니다.
HSK 의 특별한 특징은 JLU Gießen 대학교의 유능한 멘토들의 상담입니다. 국제대학 여름대학 참가자들은
본 대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소재한 도시, 도시주변의 지리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여름코스에서는 Heidelberg, Frankfurt 같은 도시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고, 비디오, 신문, 극장, 춤, 음식에
대한 워크샵도 있습니다.
여름코스 수료시 ECTS 점수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료는 일반 600 유로이고, JLU Gießen 대학교 또는 FH Gießen-Friedberg 전문대학교의 자매 대학교
학생에게는 400 유로입니다.

Frühlingskurs (봄코스)
매 여름학기 전에 3 월/4 월에는 3 주 과정의 속성코스가 (대략 60 시간) 있습니다. 여름학기에 등록한
교환학생들은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 ISEP 등등) 이 코스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준비코스에서는 특히 문법, 낱말, 장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능한 멘토들과
대학생활을 Gießen 에서 맛 볼 수 있습니다.
수업료은 무료입니다.

Abendkurse (저녁코스)
교환학생 (ISEP), 박사과정, 객원연구원 또한 이 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독일어 수업을 (1 주일에 4 시간)
여러 가지 단계로 제공합니다. 이 코스는 대학교 학기 중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 시 15 분 - 오후
7 시 45 분에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은 무료입니다.
박사과정, 객원연구원 또한 이 분들의 가족은 겨울학기에는 100 유로이고, 여름학기에는 90 유로 입니다.

이 코스를 수료시 3ECTS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jekttage (프로젝트 날)
한 학기 동안 2 번의 토요일에는 외국대학생들과 직원들 위해서 프로젝트 날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지리, 논문, 생활용어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 기간은 6 교시이고, 10
유로입니다.

Deutsch selbst lernen (스스로 배우는 독일어)
JLU Gießen 대학교에서는 스스로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는 CD, DVD 같은 자료들을 외국어 교육원(Referat
Fremdsprachen) 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Tandem 사무실) 언어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함께합니다.

주소:
Philosophikum II
Karl-Glöckner-Str. 21
Haus A, Räume 33 und 37

개관시간:
월요일 - 목요일 오후 12시 -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없는 날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입니다.

Deutschland Erleben: Exkursionen (독일 맛보기/경험하기:
수학여행)
만약에 독일지리를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과 사람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떠날까요/갑시다? 국제 학생처 (Abteilung Internationale Studierende) 에서는 수학여행을 Hamburg 에서
München 까지 독일전체를 목적지로 저렴한 가격의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접수: Hapelt 씨
(Gutenbergstr. 6, Raum 106, 0641 / 99 12 142).

Kontakt und Beratung (연락처와 상담)
Akademisches Auslandsamt
Bereich Deutsch als Fremdsprache
Gutenbergstr. 6 (Raum 011a)
35390 Gießen
Tel:

+49 (0)6 41 99 12148

Fax:

+49 (0)6 41 99 12133

auslandsamt-kurse@admin.uni-giessen.de

http://www.uni-giessen.de/cms/sprachkurs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