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어 집중 과정 
그룹 코스 (주/교육과정) 24
워크숍 (주/교육과정) 2
그룹당 참가 인원 최소 5명, 최대 15명
코스 기간 주당 학원비 
1 주 280 €
주 2주 – 4주 230 €
주  5주 – 11주 210 €
12주부터 주당 학원비 170 €
성수기 추가 비용2022년 6월 27일 – 8월 26일)은
수강 신청 기간이 12주 미만일 경우만 해당 주당 30 € 유로 추가 

독일어 과정 – 학원비 및 정보
cdc.de

본원에서 제공하는 집중 과정에서는 학교, 대학교, 직장 또는 단순히 개인이 학
습하길 원하는 독일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독일어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을 
위해서는 초급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독일어 기초가 잘 다져진 분들
께서는 매주 월요일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학원 인근에 위
치한 도시나 지역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원에서 독일어 학습
을 현장 학습 및 여가 활동을 통해 보완합니다. 가장 인기있는 여가 프로그램으
로는 야외 활동, 박물관 방문, 함께 요리하기, 게임이나 영화 관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 집중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단, 
라돌프첼에서 제공하는 집중 코스에는 만 15세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에 포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비
• 비자 신청 예약 및 지불 확인
• 레벨 테스트 및 시작 패키지
• 교재, 온라인 출입증 및 기타 학습 자료
• 학습 진도 평가를 위한 주기적인 테스트 및 피드백 
•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비용 일부 분담)
• 행정상 질문이나 비상 사태에 대한 도움과 지원
• 무료 인터넷, 와이파이
• 학원 등록증

독일어 집중 과정
• 24개 교육 과정으로(교과*) 구성된 그룹 수업 및 2개 교과 단위로 구
 성된 주 2회 워크숍 
• 무제한 디지털 학습 스튜디오 이용, 현장 학습 스튜디오

칼-두이스베르크 온라인 독일어 과정 콤팩트
https://www.online-german-courses.com

온라인 독일어 코스 콤팩트  - 4주
국제적인 그룹에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주당 15개 교과) 399 €
주당 5개 교과 연습 훈련
디지털 온라인 학습 스튜디오 무제한 이용권
2022년 개강일:
2022년 1월 03일, 2022년 1월 31일, 2022년 3월 07일, 2022년 4월 04일, 2022년 
5월 02일, 2022년 5월 30일, 2022년 7월 04일, 2022년 08월 01일, 2022년 09월 
05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31일, 2022년 11월 28일 

본원에서 제공하는 단기 집중 훈련 과정 (Crashkurs)에서는 그룹 수업과 개별 
수업의 장점을 접목: 그룹 수업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학습한 후, 개별 수
업에서 자신이 집중 학습을 원하는 내용을 우선 순위를 정해  5 – 10개 교과를 
직접 선택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개별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최소 4개 교과) 수강생이 원하는 학습 내용을 수업
에 최대한 고려하여, 수강생이 실제로 필요한 독일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직장 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독일어 단기 집중 훈련 과정

독일어 개별 트레이닝

독일어 단기 집중 훈련 과정 5개 교과 10개 교과
그룹 수업 참가 정원은 최소5명, 최대 15명 (교과/주) 24 24
워크숍 (교과/주) 2 2
개별 수업 (교과/주) 5 10
1주일 학원비 490 € 730 €
2주부터 학원비 450 € 690 €
성수기 주당 추가 학원비 (2021년 6월 28일–8월 27일) 
22년 6월 27일 – 8월 26일) 30 € 30 €

독일어 개별 트레이닝 학원비
교육 과정당 개별 수업 (최소 수강 신청 단위는 4개 교과) 52 €

2022년 초급 과정 개강일
베를린 쾰른 마부르크 뮌헨 라돌프첼

1월 03일, 31일 03일, 31일 03일, 31일 03일, 31일 03일
2월     – – – – –
3월  07일 07일 07일 07일 07일
4월  04일 04일 04일 04일 –
5월 02일, 30일 02일, 30일 02일, 30일 02일, 30일 02일, 30일
6월 – – – – –
7월  04일 04일 04일 04일 04일
8월 01일 01일 01일 01일 01일
9월 05일 05일 05일 05일 –
10월 31일 31일 31일 31일
11월 28일  28일 28일 28일 28일
12월 – – – – –

2022년 독일 지역별 공휴일
베를린 쾰른 마부르크 뮌헨 라돌프첼

1월 01일 01일 01일 01일, 06일 01일, 06일
2월 – 28일 – – –
3월 08일 – – – –
4월 15일, 18일 15일, 18일 15일, 18일 15일, 18일 15일, 18일

5월 01일, 26일 01일, 26일 01일, 26일 01일, 26일 01일, 26일

6월 06일 06일, 16일 06일, 16일 06일, 16일 06일, 16일
7월 – – – – –
8월 – – – 15일 –
9월 – – – – –
10월 03일 03일 03일 03일 03일
11월 – 01일 – 01일 01일

12월 24 – 26일, 
31일

24 – 26일, 
31일

24 – 26일, 
31일

24 – 26일, 
31일

24 – 26일, 
31일

겨울 방학
2021/22년 겨울 방학: 베를린, 쾰른, 마부르크, 뮌헨;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1월 02일
2022/23년 겨울 방학: 베를린, 쾰른, 마부르크, 뮌헨: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1월 02일 라돌프첼: 평일 항상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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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 교육과정, 1 교과 = 45분

수강 기간이 길 수록 저렴합니다:
4주:  920€          12주: 2,040€
8주: 1,680€          20주: 3,400€



TELC B1, TELC B2, TELC C1 대학, TESTDAF 준비과정
오후 그룹 코스 참가 정원 최소 5명, 최대 8명  30 교과 
4 주 285 €
요청시 코스 자료 제공

독일어 시험
telc B1*/B2*/C1 160 €/160 €/175 €
telc Beruf B1–B2*/B2–C1*/C1 (직업) 160 €/175 €/175 € 
telc Pflege B1–B2* (요양사) 220 €
telc Medizin B2–C1* (의학) 220 €
telc C1 Hochschule (대학) 175 €
TestDaF (테스트다프) 195 €
telc 시험 등록 기간 이후 등록 시 추가 비용 20 €
* 학원 코스를 함께 신청하실 경우, 시험 비용에서 40유로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 및 추가 서비스

대학생과 대입 준비 생을 위한 과정

숙박 (주당 숙박비)
일반 가정집 숙박 베를린 쾰른 마부르크 뮌헨 라돌프첼
식사 제공 없는 1인실 210 € 190 € 190 € 210 € 160 €
아침 식사 제공 1인실 245 € 225 € 225 € 245 € 195 €
1일 2식 제공 1인실 295 € 275 € – 295 € 245 €
12주부터: 식사 제공 없는 1인실 170 € 150 € 150 € 170 €    140 €
12주부터: 아침 식사 제공 1인실 205 € 185 € 185 € 205 € 165 €
12주부터: 1일 2식 제공 1인실 255 € 235 € – 255 € 215 €
거주 공유 (타인과 아파트 공동 사용)
식사 제공 없는 1인실 – – 190 € – –
12주부터: 식사 제공 없는 1인실 – – 150 € – –
기숙사 (주당 숙박비)
식사 제공 없는 1인실 280 € – – 280 € 150 €
식사 제공 없는 2인실 250 € – – – 120 €
12주부터: 식사 제공 없는 1인실 260 € – – 260 € 130 €
12주부터: 식사 제공 없는 2인실 240 € – – – 100 €
아파트 (주당 숙박비)
식사 제공 없는 1인 아파트 400 € 250 € 300 € 400 € 320 €
단, 1 – 11주까지만 예약할 경우 모든 숙박 유형에는 성수기(2022년 6월 26일 – 2021년 8월 27일)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30 €

대학 입학 지원 알선 (최소 12 주 독일어 집중 과정과 함께 신청한 경우만 해당) 준비 과정 
대학 입시 준비 학교 (STUDIENKOLLEG)

일정:
• 일년 내내
• 대학 학기 시작: 일반적으로 3월/ 9월
• 어학 과정 기간: 독일어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주 이수 과정

2022년 과정 자료
• 1월/2월 및 8월/9월 더 상세한 내용은 문의 바람
• 기간: 4 주

포함 사항:
• 개별적인 대입 상담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 일정 계획 및 협의  
•  일정 계획하기 및 기한 준비하기 
• 어학 준비 및 어학 인증서에 대한 상담
• 원서 지원 최대 3개

포함 사항:
오후반 그룹 수업 과정 참가 정원 최소 6명, 최대 20명

옵션 A: 독일어 주당 20개 교과 
옵션 B: 독일어 주당 20개 교과 + 수학 주당 4개 교과

포함되지 않은 사항: 번역 / 공증 비용, 우니-어시스트 (uni-assist e.V.,), 어학 인증서 등과 관련된 비용 등등.

대학 입학 원서 지원 알선 비용 대학 입학 원서 지원 알선 비용
독일어 집중 과정 12–17주 등록할 경우 1.000 € 4 주 옵션 A 490 €
독일어 집중 과정 18–23주 등록할 경우 900 € 4 주 옵션 B 590 €
독일어 집중 과정 24–29주 등록할 경우 800 €
독일어 집중 과정 30주 이상 등록할 경우 700 €

독일어 과정 – 학원비 및 정보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일어 능력 시험들을 준비
하고 직접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telc Deutsch, telc Deutsch C1 대학, 
일반 및 디지털 TestDaF.

독일어 시험
TESTDAF 준비 과정
오후 그룹 과정 참가 정원 최소 8명, 최대 20명  80개 교과
4 주 490 €

2/4

TESTDAF

준비과정 시험 시험 신청 기간 온라인 시험 
결과 확인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11일 

2022년 2월 
17일 

2022년 1월 12일 – 
2022년 2월 09일

2022년 
3월 17일

2022 년 2월 21일 – 
2022년 3월 18일

2022년 3월 
24일 

2022년 1월 27일 – 
2022년 2월 24일

2022년 
5월 05일

2022년 3월 28일 – 
2022년 4월 22일 

2022년 4월 
26일 

2022년 3월 22일 – 
2022년 4월 18일

2022년 
5월 24일

2022년 4월 19일 – 
2022년 5월 13일

2022년 5월 
18일 

2022년 3월 23일 – 
2022년 4월 20일

2022년 
6월 29일 

2022년 5월 16일 – 
2022년 6월 10일

2022년 6월 
14일 

2022년 5월 10일 – 
2022년 6월 06일

2022년 
7월 12일

2022년 8월 15일 – 
2022년 9월 09일

2022년 9월 
13일 

2022년 8월 09일 – 
2022년 9월 05일

2022년 
10월 11일

2022년 9월 12일 –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8월 18일 – 
2022년 9월 15일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0월 10일 – 
2022년 11월 04일

2022년 11월 
10일 

2022년 10월 05일 – 
2022년 11월 02일

2022년 
12월 08일

= 디지털 테스트다프 (TestDaF) 
= 서면 테스트다프 (TestDaF)



공항 이동 교통비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공항 1인당, 편도 비용
베를린 베를린 모든 공항 90 €
쾰른 쾰른 / 본 80 €

뒤셀도르프 180 €
마부르크 프랑크푸르트 180 €
뮌헨 뮌헨 110 €
라돌프첼 취리히/스위스 160 €

프리드리히스하펜 140 €
슈투트가르트 300 €

의료, 사고 및 책임 보험
상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슈페어콘토 – 서비스 (예치 증명 구좌)
상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서류 배달 서비스 비용
서류나 문서를 배달원을 통해 보낼 경우 70 €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www.carl-duisberg-german-courses.com

단체별로 혹은 그룹 단위로 함께 독일을 여행하고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에서는 학교 학급, 대학의 학과나 기타 학습 단체를 
위해 각 그룹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작된 특별 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다. 이러한 단체의 특성별로 맞춤 제작된 어학 코스는 참가 단체가 추구하
는 목적에 맞는 견학이나 박물관 방문 등도 포함합니다. 독일 수도인 베를
린, 라인 강 지역 대도시인 쾰른을 견학하거나, 마부르크 대학 방문, 바이
에른 뮌헨 도시에서 개최되는 옥토버페스트에 참가하거나, 보덴제 지역에
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www.carl-duisberg-german-courses.com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는 독일에서 어학 프로그램 제공 학원 그 이상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본원에서는 11세 –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과 몇 개월 동안 독일 학교 직
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팀
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어학 캠프 (11–14세)
어린이 어학 캠프에서는 축구나 댄스와 같은 특별 활동을 중심을 아이들
이 오전에는 독일어나 영어를 학습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
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여, 아이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언
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여름 방학 과정 (15–17세)
청소년을 위해서는 집중 어학 트레이닝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결합
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여름 방학 과정에서는 독일어 수업을 오전에 마
친 후, 오후에 개최되는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초대합니다: 스탠드 업 패
들링, 해변 배구, 페달 보트.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오전에 학습한 어학 내
용을 오후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연습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급 및 단체별 과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어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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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교 체험 과정 (15세 이상)
독일 일상 생활과 문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일에서 장기간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독일 학교 체험 프로그램에서
는 청소년들에게 엄선된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독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독일 학교 체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참
가를 위해, 독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은 독일 학교 체험 과정 참가
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인 „독일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우선 이수할 것
을 추천합니다. 

기타 어학 과정 프로그램

달성 목표
B1 

telc B2
괴테 B1인증서

닳성 목표
B2

telc B2괴
테 B2 
인증서

달성 목표
C1

telc C1괴
테 C1 
인증서

A1 A2.1 B1.1 B1.2
B2.1 B2.2 1.1* 1.2*

A2.2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4주 
80교과

* 예: 과목별 전문용어 과정, 시험- 및 대입 준비 

A1 A2 B1

8주 8주 8주

B2

8주

C1

8주

C2

8주

telc B1 TestDaF telc C1/ 
telc C1 대학

telc B2

본원 어학 코스 과정 –
독일어 집중 과정

본원 어학 코스 과정  – 
온라인 독일어 과정 콤팩트



본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독일

쾰른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하노버

브레멘

함부르크

베를린

취리히

뮌헨

라돌프첼 암 보덴제 

마부르크

자르브뤼켄

독일 전국에 어학원 지사 위치
cdc.de

베를린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CARL DUISBERG CENTRUM BERLIN 
Jaegerstrasse 64 • 10117 Berlin
Tel. +49 (0)30/20 88 644-0
berlin@cdc.de

쾰른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CARL DUISBERG CENTRUM KOELN
Hansaring 49–51 • 50670 Koeln
Tel. +49 (0)221/16 26-213
koeln@cdc.de

마부르크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CARL DUISBERG CENTRUM MARBURG
(이전 S + W SPEAK + WRITE gGMBH) 
Neue Kasseler Strasse 12H • 35039 Marburg
Tel. +49 (0)6421/1745-0
marburg@cdc.de

뮌헨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CARL DUISBERG CENTRUM MUENCHEN
Hofmannstraße 51 Haus C • 81379 München
Tel. +49 (0)89/12 66 46-0
muenchen@cdc.de

라돌프첼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CARL DUISBERG CENTRUM RADOLFZELL
Fuerstenbergstrasse 1 • 78315 Radolfzell
Tel. +49 (0)7732/92 01-0
radolfzell@cdc.de

자르브뤼켄 칼 두이스베르크 센터
CARL DUISBERG CENTRUM SARBRUECEKEN
Mecklenburgring 1 • 66121 Saarbruecken
Tel. +49 (0)681 81 90 90 
saarbruecken@cd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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