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년 이래로 스페인어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친 세르반데스
협회에 승인된 학원. 저희 학원만 가르침 방식으로 시작부터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 스페인어
업무를 위한 스페인어: 관광, 상업, 숙박업 등의 전문적인 어휘를
배우게 되며, 일과 관련된 인용문들을 읽게 될 것 입니다.

강의 안내:
안내
주당 20 시간: 월-금 (3 개월 과정 총 240 시간)
주당 18 시간: 월-금 (3 개월 과정 총 216 시간)
주당 14 시간: 월-금 (3 개월 과정 총 168 시간)
주당 12 시간: 월-목 (3 개월 과정 총 144 시간)
주당 10 시간: 월-금 (3 개월 과정 총 120 시간)
주당 8 시간: 월-목 (3 개월 과정 총 96 시간)
주당 6 시간: 주 중 3 일 (3 개월 과정 총 72 시간)
주당 4 시간: 주 중 2 일 (3 개월 과정 총 48 시간)

개인 강의
개인이 원하는 시간 과 방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인 과외
수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의 기간:
기간 한달 여름 집중 속성 과정/
3 개월/6 개월/9 개월/1 년 과정/ 주당 수강 신청가능
강의 시간:
시간 9-11am; 11am-1pm; 1-3pm; 3-5pm; 5-7pm, 7-9pm.
랭귀지 코스
랭귀지 코스에서 구어적 문법, 단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 4 시간 강의 (총
총 48 시간 강의)
강의
강의 시간표: 매일 두 시간강의, 매주 이틀간 강의
8 개 레벨: A1, A2, B1.1, B1.2, B2.1, B2.2, C1.1, C1.2.
주 8/10 시간 강의 (총
총 96/120 시간 강의)
강의
강의 시간표: 월요일에서 목요일/금요일까지 매일 2 시간 강의
5 개 레벨: 입문 (A1-A2), 기초 (A2+), Pre-중급(B1), 중급 (B1+),
고급 (B2).
여름 1 개월 집중 강의 (주당
주당 16 시간,
시간 총 64 시간)
시간
여름 집중 랭귀지 코스에서는 회화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달간 배울게 됩니다.
주 16 시간:
시간 월요일- 목요일/4 시간
회화 코스
회화 수업에서는 말하는 연습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회화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말하기의 표현과 이해를 통한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6 개 레벨의 회화 강의가 있습니다.
+ D.E.L.E. 준비 반 (외국인들을
외국인들을 위한 스페인어 능력 공인 어학
자격증)
자격증
스페인어 능력 공인 어학 자격증 준비를 위하여 델레에
출제되는 모든 항목을 연습할 수 있는 강의. (레벨 A1, A2, B1,
B2 y C2)

까딸란 강의
12 개월, 주 4 시간 (총 48 시간)
주 2 일 하루 2 시간, 또는 주 1 일 하루 4 시간
영어 강의 코스
12 개월, 주 3 시간 (총 36 시간)
주 2 일, 하루 1.5 시간, 또는 주 1 일 3 시간
레벨: A1, A2.1, A2.2, B1.1, B1.2, B2.1, B2.2, C1, C2.
학원 부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인터넷, wi-fi 존, 도서관, 복사기, 과외 활동, 청소기, 스낵&
음료수 자판기 / 공정거래무역 커피
숙박
홈스테이: 스페인 형식의 생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선호할 경우 선택 가능
룸메이트: 만약 여러 다른 학생과 함께 집을 공유하며 함께
지내고 싶을 경우 선택 가능
개인 아파트: 혼자의 독립적인 삶을 원할 경우 선택 가능
주택: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선택 가능
다음의 웹 주소에서 문의 가능: www.bcn-housingstudents.com
등록 방법 및 지불 안내
• 레벨 테스트:
테스트
코스 시작 전 의무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수강 하게 될
코스의 레벨을 정하게 됨 (입문반의 경우 제외)
• 수강 및 결제 방법:
방법
- 등록비: 30€ (등록, 레벨 테스트, 학업 증명, 수료증서 추가
강의 자료 비용 포함).
강의 교재 불 포함.
- 강의시작 전 수강하기 원하는 코스의 전 기간 수강료를
완납해야 함. 현금 (최대 50€),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가능 함.
- 강의 연장을 원할 경우,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 이전에 연장하기
위한 코스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함
- 비자 신청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시 비자 신청에 필요한 문서와
함께 추가적인 정보 또한 제공함

•수강예약
수강예약:
수강예약
등록비를 지불 시 최대 일주일 동안 선택한 시간의 코스에
좌석이 예약됨 (예약 일주일 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의 좌석이
없을 경우 여전히 예약 좌석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간 대에
배정 함)
• 1 일 청강 안내:
안내
시범 청강을 원할 경우 각 수업 당 15€ 지불 해야 함.
청강 후 수업을 계속 하기로 결정 후 당일 수강료 지불 시에는
15€ 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지불하게 됨
단, 청강 후 수업을 계속하기로 결정 후 당일에 나머지 수강료를
지불 하지 않을 시에는 15€에 대한 할인은 해당하지 않음
청강 수업 후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15€는 환불 되지 않음
• 등록 취소,
취소 포기,
포기 및 변경*:
변경
- 개강 전 15 일 이전에 수강 취소를 할 경우 취소 수수료 50€를
제외 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
- 개강 전 15 일 이전에 수강 취소를 할 경우 취소 수수료 금액:
100€ (주 4/8 시간 코스) 또는 150€ (주 10/12/16 시간 코스)
- 만약 여러 코스를 함께 수강했을 경우(비자 신청을 위한 수강
증명서 없이) 취소하기 원하는 각각의 코스에 같은 취소
수수료가 적용 됨
- 개강 후 환불,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또한 기간 연기 불가능
함. 만약 개강일을 연기하거나 수강 종료일을 앞당기고 싶을
경우 이를 서면화하여 신청 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학원 측에
환불요구 없이 포기해야 함
. 만약 수강했던 시간 보다 주당 적은 시간의 강의를 원할 경우
이를 서면화하며 신청 해야 하며 수강연장 및 환불 없이 여분의
시간은 포기해야 함
-만약 수강했던 시간 보다 주당 많은 시간의 강의를 원할 경우
새로운 코스의 수강료와 같은 양의 금액을 지불 해야 함.
* 만약 수강 증명서를 신청했을 경우 수강 취소를 위해서는
취소를 위한 추가 정보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구성
• 코스 시작:
시작
대부분의 학생은 개강 일에 맞추어 수업을 수강하지만 개강 한
후에도 강의에 참석 할 수 있음. 단, 코스 시작 전에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함. 매달 첫째 날에 새로운 과정 (기본 1)이
개강 하며, 최소 5 명의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만 있음.
• 강의 인원:
인원
강의 인원은 최소 5 명, 최대 15 명 임.
한 강의에 5 명 보다 적은 인원이 수강했을 경우 학원은 그
강의를 취소 할 수 있으며 등록 되어 있던 학생을 다른 강의로
변경 하거나 지불했던 금액을 환불 함
만약 한 강의가 두 달간 5 명 보다 적은 인원을 유지 할 경우,
학원은 마지막 달의 지불금액을 환불 하지 않음
• 강의 교재:
교재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함.
학원에서 강의 교재를 구입 하는 것이 가능 하며, 강의 중에 교재
복사본은 나누어 주지 않음
한달 미만으로 수강했을 경우 교재를 임대 할 수 있음: 교재
임대를 위해서는 한 권 당 25 € 보증금을 내야 함(교재 반납시
돌려줌). 강의 종료 후 2주 후 교재 반납 시에는 학원에서 25€
돌려 주지 않음.
• 강의 시간 변경:
변경
- 만약 강의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같은 레벨의 다른 시간,
같은 형식의 코스 그리고 좌석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가능 함.
최대 한번 변경 가능
- 만약 같은 레벨의 다른 시간이 없거나 좌석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시간표가 맞지 않을 경, 환불이 불가능 하며 또한
강의 날짜를 연기가 불가능 함.
• 레벨 변경:
변경
강의 레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담담 교사의 확인 후 테스트를
받아야 함
• 휴일:
휴일
학원 휴일은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에 따르므로 학원 수강료에
포함 되어 있으며, 휴일 동안 놓친 수업은 보강 하지 않음
휴일(세마나산타(Semana Santa)와 성탄절)은 강의 날짜에
포함 되지 않음
• 결석:
결석
- 매일 출석 확인을 함. 출석 마지막 일에 출석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학원은 실제 출석에 대한 증명서만 발급함.
- 만약 어떠한 사유로든지 결석을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 하며
또한 결석한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은 불가능 함
- 만약 수업을 3주 이상 결석할 경우, 레벨에 대한 재검사와 함께
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 시험:
시험
모든 강의에는 공식적인 날짜에 기말 시험이 있으며, 1 주전에
임시 시험이 있음. 기말시험은 정해 진 날짜에만 응시가 가능함.
학위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말시험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함
다음 코스의 레벨은 기말시험의 점수에 의해서 결정 됨.
3 개월 코스에는 코스 중간에 평가가 있음
• 학위증 과 학업 증명서:
증명서
- 학위증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하며
또한 출석일이 70%을 넘어야 함
- 만약 코스를 완전히 마치지 않을 경우, 출석일이 70%미만일
경우, 마지막 시험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점수가 명시되지 않은 학업증명서를 발급함
- 위의 증명서는 마지막 시험 1 개월 후에 발급 가능 함
• 여러 코스를 연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우
- 학원은 모든 학기마다 같은 시간을 보증하지 못 함. 수강중인
코스가 끝나기 전에 미리 다음 시간의 강의를 예약하여야 함
- 코스 레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코스 끝나기 전 시험에서
통과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다음 코스의 레벨이 결정됨.
- 만약 높은 레벨의 여러 3 개월 코스를 연속으로 수강하기를
원할 경우, 학원은 마지막까지 레벨에 맞는 코스가 있는지
보증할 수 없음
본 학원은 입학권리를 보유 함
학원의 팝플랫, 웹 사이트, 등록 양식 용지를 통해서 학원 이용
약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며, 학원의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원은 구두상으로 모든 이용약관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1 년 12 월 22 일 자료 수정

한국어

2012 년 코스 날짜

영어 강의
3 개월

3 개월 과정 코스
1 학기: 2011 년 1 월 9 일- 3 월 30 일
2 학기: 2011 년 4 월 10 일- 6 월 29 일
3 학기: 2011 년 7 월 3 일 - 9 월 26 일
4 학기: 2011 년 10 월 1 일 - 12 월 21 일

260 €(250 기존 수강생)

1 개월

110 €

1 주 시험 강의

35 €
2012 년 할인

이전 수강생 또는 3 개월 분을 지불 시 10% 할인
2012 년 1 개월 여름 집중 코스
6 월: 4 일- 29 일
8 월: 1 일- 29 일
7 월: 3 일- 30 일
9 월: 3 일- 26 일

4h

2012 년 휴강일
휴일:1/05,28/05, 15/08, 11/09, 24/09, 12/10, 1/11, 6/12
휴가: 성탄일 24/12-8/01/2012.
2012 년 코스 수강료

코스 과정 2 시간/주
시간 주 4 시간/주
시간 주 6 시간/주
시간 주

14 h

16 h

18 h

20 h

3 개월

215 € 345 € 425€

8h

10 h

510 € 600€

12 h

690€

765€

865 €

6 개월

430 € 685 € 850€

1020€ 1205€ 1385€ 1535€ 1730€

9 개월

645 € 1035€ 1275€ 1530€ 1805€ 2075€ 2300€ 2595€

12 개월 840 € 1340€ 1655€ 1995€ 2350€ 2770€ 2995€ 3380€

*만약 이전에 코스를 수강했을 경우
장기 과정 신규 등록
4h
8h
6 개월 460€ 745€

10h

12h

14h

16h

18h

20h

910€ 1100€ 1300€ 1485€ 1670€ 1880€

8 시간/주
시간 주

10 시간/주
시간 주

3 개월

125 €

235 €

310 €

380 €

465 €

9 개월 690€ 1115€ 1370€ 1650€ 1950€ 2230€ 2505€ 2815€

2 개월

95 €

205 €

270 €

340 €

420 €

12 개월 920€ 1490€ 1825€ 2205€ 2600€ 2975€ 3335€ 3755€

이외의 할인은 없음

1 개월

55 €

110 €

145 €

175€

215 €

1주

15 €

35 €

40 €

45 €

60 €

등록비:
등록비 새로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30€ 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함
코스과정 12 시간/주
시간 주 14 시간/주
시간 주 16 시간/주
시간 주 18 시간/주
시간 주 20 시간/주
시간 주
3 개월

565 €

665 €

760 €

855 €

960 €

2 개월

485 €

590 €

675 €

765 €

835 €

1 개월

245 €

305 €

345 €

400 €

430 €

1주

65 €

85 €

95 €

100 €

115 €

1 개월,
총 64 시간)
개월 주당 16 시간 코스 (총
시간
1 개월
345 € (9 월 280€)

1주

- 만약 지불액이 다음 코스를 포함한다면, 다음의 이 코스의 최소
기간은 1 개월 임.
- 코스의 개월 및 주는 학사일정에 따르며, 이는 연속적인 날짜임

2012 년 12 월 22 일 자료 수정

95 €

개인 강의
1 시간 -10 시간

35€/ 시간당

11 시간 - 20 시간

33,5€ / 시간당

21 시간- 30 시간

30 €/ 시간당

메디떼라네오 어학원
디자인: 마르가 마스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