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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코스 취업 어학 연수
어학 시험 센터 숙박

하이델베르크 어학 코스
아랍어, 불가리아어, 브라질어, 중국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
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크로아티아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포르
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체코어, 터키어,
한국어, 헝가리어 등
국제 어학 시험 센터
TestDaF, TELC, TOEFL, TOEIC, LCCI, ECDL, OnDaF, TestAS 등
국가 인증을 받은 외국어 직업 학교
외국어 통신원, 유럽 비서직, 국제 무역 통신원, 번역가
세계 어학 연수
러시아, 말타,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중
남미, 카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등
국제 직업 아카데미
듀얼 시스템
하이델베르크 사립 학교
인문계, 실업계 고등 학교, 직업 학교

하이델베르크

전문 학교
노동 치료사, 보육사
경제, 기술, 문화 전문 학교

Bildungsurlaub
www.fuu-heidelberg-languages.com

아카데미 24
직업과 동행하는 심화 교육
저희 아카데미는 Darmstädter Hof Centrum, Hauptstraße 1,
3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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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u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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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심화 교육
사업 관리, 경영 등

어학코스: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기타
국가 인증 외국어 직업 전문 학원: 외국 통신원, 유럽 비서직, 번역가
시험 센터: TOEFL, TestDaF, TOEIC, LCCI, TELC, TestAS, 기타
숙박: 기숙사, 아파트, 홈스테이, 기타
어학 연수: 러시아, 말타,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
스, 호주, 스페인, 기타

www.fuu-heidelberg-languages.com

하이델베르크 –
로맨틱과 학문의 도시

F+U Academy of Languages 국제 외국어 학원

하이델베르크는 아름다
운 네카 계곡에 자리하
고 있으며 특히 온화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F+U 아카데미는 대학 도
시의 중심지, 네카 강가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루프레히트 칼스 대학, 즉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에서 가장 오
래된 대학으로 독일 엘리트 대학 중 하나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각각 80 km와 130
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세계 각 지로부터 쉽게 방
문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시인과 화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하이델베르크의 아름
다움에 이끌려 이 도시에 머물렀는데 19 세기 초 네카 강변의 이
아름다운 도시는 독일 후기 로맨틱 양식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
시기의 주요 시인으로는 아르님, 브렌타노, 괴테 그리고 아이헨도
르프가 있습니다.
2012년 독일 관광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 성은 사
람들이 가장 선호하는100대 독일 관광지 중 노이슈반슈타인(백조
의 성)과 쾰른 대성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도 마찬가지로 높은 선호도
를 나타냈는데, 구시가지의 중심은 성령 교회와 르네상스 양식의
리터 호텔이 있는 시장 광장(마르크트 플랏츠)입니다. 네카 강위를
가로지르는 구다리(알테 브뤼케)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석조 다
리 중 하나입니다.
철학자의 길에서는 구시가지와 하이델베르크 성, 그리고 네카강이
어우러진 하이델베르크의 절경을 가장 잘 만끽할 수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또한 현대 과학과 경제의 도시로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물관, 미술관,
극장들이 말해 주듯 하이델베르
크는 선도적인 문화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F+U Academy of Languages 는 독일에서 가장 큰 외국어 학원 중
하나이며 하이델베르크의 어학 코스에는 연간 약 120개국에서
6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설: 멀티 미디어 시설을 갖춘 교실45 개 (여름 학기에는70개), 50
개의 PC를 갖춘 인터넷 방 3개, 인터넷 자유 이용, WLAN, 소도서
실.
300여개의 학생 기숙사와 아파트, 어학원 자체 소유 호텔 그리고
홈스테이등이 있어 일년 내내 전 세계로부터 오는 어학생들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카데미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독일어 코스로 오전과 오후에 모두 수업을 하는 속성반(인텐
시브 코스)와 직장인을 위한 저녁반이 있습니다.
영어 또한 저희 아카데미의 주요 과목으로 TOEFL, TOEIC 그리고
LCCI 등의 시험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 이외;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일본
어, 중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한국어, 그 외 기타 외
국어.
특히 2004년에 설립한 외국어 직업 전문 학원에서 외국 통신원 ,
유럽 비서직, 세계 무역 통신원, 번역가로서의 풀 타임 실습을 마
치면 국가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U 아카데미는
일본어 어학 실습이 국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독일 내 유일한 학
원이며 그 밖에 중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에
대한 국가 공인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랭귀지 아카데미에서 조직한 어학 연수로 언어 학습의 성과가 그
정점에 달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선택을 위한 중요 포인트
• 다양한 교육 역량: F+U 아카데미는 경제, 기술, 문화 전문 학원과
국제 직업 학원, 인문계, 실업계 그리고 다수의 직업 교육과 외국
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TOEFL, TestDaF, TestAS, TOEIC, LCCI, OnDaF, ECDL 등과 그 외
의 시험 기관
• 국가가 공인한 외국어 직업 전문 학원.
• 파트너 기관 : FaDaF; VDP; Eurohodip; DRV; Istituto Italiano per
gli Studi Filosofici 등.
• 모든 어학 코스는 일년 내내 진행.
• 300개에 이르는 다양한 숙박 제공: 기숙사, 아파트, 홈스테이,
F+U 소유 호텔 “Bayrischer Hof“.
• 국제적 환경 (120개국의 6500명
의 국제 학생).
•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
• 저렴한 비용과 최고의 성과.

F+U - 국제 시험 기관

시험

공지 사항, 문화 &
여가 프로그램

언어

TestDaF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독일어

TestAS
Test for Academic Studies

독일어 또는 영어

OnDaF
Online Test Deutsch

독일어

TELC
The European
Language Certificates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어 독일어, 이탈리어어,
러시아어 등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영어

LCCI
Lond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영어

DELF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
(IF2에서 실시)
DALF
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
(IF2에서 실시)

프랑스어

DELE
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F+U 테네리파에서 실시)

스페인어

TRKI
Test Russkogo Kak
Inostrannogo
(할레 대학의 위탁으로 하
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시
험 실시)

러시아어

외국어 통신원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어, 일본어, 중국어, 러
시어어 등

유럽 비서직

영어, 스페인어, 프랑
스어

국제 무역 통신원

유럽 비서직 + 제 4 외
국어

번역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
스어 등

ECDL
European Computer
Driving Licence

컴퓨터 정보 처리

TRKI

국가 공인

• 학원 여는 시간 : 월요일-금요일: 07:30-21:00;
토요일: 10:00-16:00; 일요일: 요청에 따라.
• 사무실 업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07:30-20:00;
토요일: 10:00 - 16:00.
• 부가가치세 : 자선 교육 기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 수업 한 시간 단위 = 45 분.
• 어학 코스는 취업 목적 혹은 대학 진학의 준비 과정이므로 국제
적으로 인증된 어학 자격증(디플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16 세 이상 (쥬니어 코스: 7 세 이상).
•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
• 수업 일수 보장, 최소 인원: 코스는 최소 인원 (네 명)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신청한 수업 시간의 25%를
감소합니다. 다른 그룹 수업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 개인적 “휴가“ (휴가 등의 이유로 결석 일자를 미리 편지로 신청
을 하시면 고지한 결석 일수는 수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수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음 주소로 메일 한 통만 보내시면됩니다
languages@fuu.de):
속성반 : 각 분기별 (한 분기는12 주) 두 주간 휴가 결석 가능 (월
요일-금요일); 휴가 시작 전 수요일 14시30분 까지 신청.
저녁반 : 휴가 시작 전 금요일 14시 30분 까지 신청.
개인 수업, 2인 수업: 휴가 일수 자유; 수업 전날 14시 30분 까
지 신청.
• 코스 시작 2 주 전에는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코스가 시작된 후의 취소나 수업 일수 단축은 규정에 정한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 F+U 아카데미에서 임대한 기숙
사, 아파트 등의 해지는 기간 만
료 2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
니다.
• 본 아카데미는 장애물이 없어
장애인 학우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 F+U 아카데미는 연간 다양한 문
화와 여가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다섯번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월요일에서 금요
일까지 매일 두 개의 프로그램을,
주말에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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