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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단체반 의 수업계약 2017
성:
이름:
성 별: □ 남성 □ 여성
주소:

생년월일:

국적
전화:

□초급반 A1 a 예비지식이 없는자
□초급반 A1b
교재: Passwort Deutsch 1
교재: Passwort Deutsch 1 & 2
□초급반 A2 a
□초급반 A2 b
교재: Passwort Deutsch 2 & 3
교재: Passwort Deutsch 3
□중급반 B1 ab
□중급반 B1 cd
교재: Passwort Deutsch 4
교재: Passwort Deutsch 5
□중급반 B2 ab
□중급반 B2 cd
교재: Prima B2, Band 6, Cornelsen
교재:Prima B2, Band 6, Verlag Cornelsen
□고등반 C1ab
□고등반 C 1
교재: Prima C1, Band 7, Cornelsen
교재:Prima C1, Band 7, Verlag Cornelsen
수업기간:
1개월(4주와 동일)
1주일 의 수업 시간: 5- 12명= 20시간 오전이나 오후
□ 처 € 30 의 // 수업료는 처음 수업 시작 전에 납부 해야한다.
□ : € 289 매월(4주) 납부한다
□ 1달= € ______, + 30, 등록비= 전액 € ________ 1개월 수업료
□ 2달= € 499 + 30 등록비= 전액 € 529 □ 3달= € 699+ 30 등록비= 전액 € 729
□ 4달= € 899+ 30 등록비= 전액 € 929
□ 5달= € 1099+ 30 등록비= 전액 € 1129
□ 6달= € 1299+ 30 등록비= 전액 € 1329 □ 7달= € 1450+ 30 등록비= 전액 € 1480
□ 8달= € 1650+ 30 등록비= 전액 € 1680 □ 9달= € 1850+ 30 등록비= 전액 € 1880
□ 10달= € 2050+ 30 등록비= 전액 € 2080 □ 11달= € 2250+ 30 등록비= 전액 € 2280
□ 12달= € 2450+ 30 등록비= 전액 € 2480 □ 13달부터는매200€ 를전액수업료를납
학원 등록자는 학원등록에 관한 일반 규정조건을 이해하고 이에 서명한다. 그 외의 협정:
쾰른,

,

시Köln,등록자 서명

학원장 서명

1. 연장: 달. 수업료
€
분할금. 쾰른
서명
2. 연장: 달. 수업료
€
분할금. 쾰른
서명
은행이름: Sparkasse Köln Bonn, 은행번호: 37050198, 계좌번호: 1930598014, Fremdsprachenforum
IBAN DE 16370501981930598014 BIC / SWIFT COLSD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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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일어 단체반 수업 에 대한 계약조건
1. 수업료 에는 강의비, 장소제공 과 행정 사무 비 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처음에 입학 할 때 추가해서 등록
비 를 30 € 를 받으며 이것에 복사비, 증명서, 시험과 졸업증명서 가 이에 해당한다. 교재는 학생들이 사
야한다.
2. 처음 각 수업을 신청할 때 선불로 130 € 를 내야 한다. 이것은 만약에 분할 금을 낼 때에 마지막 분할 금에
계산된다. 이 선불금은 각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보증이며 이 요구는 수업 신청자가 수업 처음 시작 때
에 출석치 않으면 소멸된다.
3. 수업료(- 선불), 분할금은 늦어도 처음 수업 시작하는 날까지 지불 해야 한다. 분할금은 배우고 있는달 4번
째 주에 다음달 것을 내야 한다.
4. 강의 기간은 4주이며 1개월 전체가 아니다. 수업은 휴일 이나 축제일은 쉬며 보충되지 않는다. 예외는 한
달 강의 중 2일 이상 휴일인 경우이다.
5. 만약에 단체반 수업이 참가학생 수가 적어서 수업 반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학생들은 같은 가격의 학생수
가 적은 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납부된 선불은 바로 돌려 받는다.
가정해서 한 반에 참가한 학생수가 4명보다 적으면 효과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여 수업시
간을 적게 한다(예: 3명= 12 수업시간, 2명= 8 수업시간).
가정해서 한 반에 9명 이상이면 효과가 적은 수업인 것을 인정하여 학생들과 상의하여 수업시간을 늘린
다.(15분 매일 추가된 인원수)
6.a 타당하지않은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해약을 하면 해약 금으로 입학금의 20%, 적어도 130 € 을 받는다. 만
약에 해약이 6.b 에 해당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계약상의 금액에 준한다.
6.b 해약은 계약 기간 중에는 원래 할 수 없다. 예외로는 학원에서 학생이 원하면 허락 할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이며 법적요구는 없다. 해약금은 수업료(입학금)의 20% 에 해당되며 적어도 125 € 이다.
예로 비자를 받지 못했거나 연장하지 못한 경우, 사망, 병환, 임신, 먼 곳으로 이사, 대학에 입학한 경우
이며 해약은 서면으로 하고 의사의 증명서, 대사관이나 해당관청의 서류를 첨부한다.
6. c 수업의 날짜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하다. 수업시작(예약된) 1주일전에 통고한 경우이며 서로
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관계자의 이름과.날짜와 수업시간을 적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달 의 수업료를 계산한다.
7. 독일어 수업신청 시에 원하는 학생에게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증명서는 강의 시작하는 달에 280 €＋30€
를

낸

학생에

한한다．만약에

수업을

나중에

받거나

않은 경우１개월치의
8. 학생이

수업시간에

이것이

이루어

지지않을 때 예로서

비자문제가

수업신청을 적어도 수업１주일전 까지 취소 할 수 있다６번

수업료를
한번이나

내야

경우

참조．그렇지

한다．

여러 번 출석 않은 경우 수업료를 돌려 달라고

9. 모든 수업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있을

요구할 수 없다．

대학의 어학시험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외국어통신원 시

험을 준비하는데 있다. 개인수업이나 회사를 위한 수업은 부가가치세 19%를 추가한다.
10. 만약에 수업이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에 책임
지지않는다.

입장: 10월 2015년

Fremdsprachenforum Lindenstraße 19 50674 Köln.
Fon: 0221 / 2582211. www.fremdsprachenforum.com
fsf@fremdsprachenforum.com

대학생을 위한 안내
1. 전제조건으로 언어를 배우거나 대학입학을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학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선불로 수업시작 전에 수업료 를 내야 한다. 만약에 비자를 못 받게 되고 수업시작 전에 등록을
해약하면 지불한 수업료 를 돌려준다.(모든 가격은 € )
수업기간

전액 수업료

수업료 분할
금
경우에 따라

인정된 등록
해약(안내지
를 볼것

수업시작전에
해약한 경우 의
환불금

서 - 30€
699 + 30
729
- 200
529
3 개월
899 + 30
729
- 200
529
4 개월
1099 + 30
729
- 200
529
5 개월
1299
+
30
729
200
529
6 개월
1450 + 30
729
- 200
529
7 개월
1650 + 30
729
- 200
529
8 개월
1850 + 30
729
- 200
529
9 개월
2050 + 30
729
- 200
529
10개월
2250
+
30
729
200
529
11개월
2450 + 30
729
- 200
529
12개월
2. 학원등록 신청서를 정확히 기입하여(특히 수업기간) 학원으로 보낼 것(Fax 도 가능함).

3. 학원 등록증을 보낼 수 있도록 분할금을 학원 계좌로 보내십시오.
4. 이 등록증을 가지고 독일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예: 만약에 6개월 동안 우리 학원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원 등록 신청서에 6개월에
다 X 표 하고 서류를 학원으로 보내면서 전액의 수업료 1329 € 중의 분할금 729 € 을 송금하면
신청서와 불할금이 학원에 도착하는 즉시 등록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등록증 을 가지고 독
일 대사관에 가십시오.
주의: 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는 학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 일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를 못 받을 경우
에 지불한 분할 금에서 해약 금 200 € 을 뺀 529 € 을 돌려드립니다.
은행주소: Sparkasse Köln Bonn, 50679 Köln, Gotenring 1
전신계좌: COLSDE 33

은행번호: 37050198

IBAN: DE 1637050198 1930598014
BIC/SWIFT: COLSDE 33

계좌번호: 1930598014 계좌이름: Fremdsprachen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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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수업 2017
1 단체 수업
학원에서 학생들의 어학 실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1 기초반1 A1 기간: 2개월
교재: Passwort

Deutsch 1 & 2, Klett-Verlag

수업2 기초반2 A2 기간: 2개월
교재:

Passwort Deutsch 2 & 3, Klett-Verlag

수업3 중급반1 B1 기간: 4 개월
교재: Passwort

Deutsch 4 & 5, Klett-Verlag

수업4 중급반2 B2 기간: 4 개월
교재: Prima

B2, Band 6, Verlag Cornelsen

수업5 고등반 C1 기간: 4 개월
교재: Prima

C1, Band 7, Verlag Cornelsen

모든 수업은 집중 반으로 적은 학생수로
5-12명 =월-금 오전 오후 반, 20시간 수업/ 1주

기간 2017:

09.01./06.02./06.03./03.04./08.05./12.06./10.07./07.08./04.09./02.10./20.10/27.11.
수업료:
€ 289 매월(4주)+ 입학 등록비 € 30 (만약에 학생이 오랫동안 학원에 다니며 수업료의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그에 대한 할인이 있다.
2개월= € 499 // 3개월= € 699// 4개월= € 899 // 5개월= € 1099
6개월= € 1299 // 7개월= € 1450 // 8개월= € 1650 // 9개월= € 1850
10개월= € 2050 // 11개월= € 2250 // 12개월= € 2450 // 13개월부터 매월 € 200
(모든 가격에 등록비 € 30 추가됨)

2. 집중 개인수업: € 675 늦어도 8주안에
25시간을 45분씩 개인수업 1.분할금은 수업시작 전에 내야 한다. 수업시간은 월- 금 8시30분에서 21시 까지
시간을 정하여 결정한다.

입학 등록비 는 없고 교재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