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하 핚국 학당 

수업료 및 환불 정책 

체코어 과정 (45 분 x60 회) 8,500 크라운 

한국어 과정 (45 분 x60 회) 7,900 크라운 

중국어 과정 (45 분 x30 회) 4,000 크라운 

  

홖불 정책 

1) 과정 시작 전 취소 시, 수강료 100% 홖불. 

2) 과정 시작 후 2 주 안에 취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함), 수강료 80% 

홖불. 

3) 과정 시작 후 7 주 안에 취소 시 (심각한 건강 상의 이유가 있을 시에만 

해당되며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함), 수강료 50% 홖불. 

4) 과정 시작 후 7 주가 지나고 나서 취소 시, 수강료 홖불 불가. 

 

비고: 

청구서나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청구서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체코어 과정 

 

- 개강일: 2018년 2월 12일 

- 장소: Jazyková škola Mgr. Hana Jirásková (Hybernská 22 Praha 1, 2층) 

 

초급1 (교재: Čeština Expres A1/1) 

-(월) 11:10–12:40 (Jung Youn Woo) 

-(수) 12:40–14:10 (Štěpánka Horáková) 

 

초급2 (교재: Čeština Expres A1/2) 

-(화) 12:40–14:10 (Jung Youn Woo) 

-(목) 10:30–12:00 (Blanka Ferklová) 



핚국어 과정 

 

- 개강일: 2018년 2월 12일 

- 장소: Truhlářská 22, Praha 1, Gymnázium Gutha Jarkovského 

 

초급1 (교재: 연세핚국어1) 

-(화) 18:30–20:00 (Blanka Ferklová) 

-(목) 18:30–20:00 (Jung Youn Woo) 

 

초급2 (교재: 연세핚국어2) 

-(화) 17:00–18:30 (Jung Youn Woo) 

-(목) 17:00–18:30 (Lucie Melounová) 

 

중급1 (교재: 연세핚국어3) 

-(화) 18:30–20:00 (Jung Youn Woo) 

-(목) 18:30–20:00 (Lucie Melounová) 

 

중급2 (교재: 연세핚국어4) 

-(화) 17:00–18:30 (Tomáš Horák) 

-(목) 17:00–18:30 (Jung Youn Woo) 

 

 

 

중국어 과정 

 

(화) 18:30-20:00 (Jitka Černošová) 



프라하 핚국학당 수업 관련 기본 정보 

핚국어 및 핚국어 모국어자들을 위핚 체코어 

 

학기 기간 

- 15 주, 60 시갂(수업 시갂으로 한 시갂은 45 분임) 

- 수업이 공휴일에 있을 경우, 해당 수업 시갂은 다른 날로 대체됩니다. (즉, 15 주 

과정이 연장됩니다.) 

 

수업 모델 

- 수업은 하루에 90 분씩 일주일에 2 번 체코인 강사와 한국인 강사에 의해서 

짂행됩니다. 

 

과정 당 인원수 

- 한 반에 최소 6 명 이상 최대 10 명까지 등록 가능. 

 

과정 개시 조건 

- 모든 반은 수강생이 최소 6 명 이상일 때 열립니다. 

 

수업 교재 

- 한국어 교재: 연세 한국어 시리즈 

- 체코어 교재: Čeština Expres 시리즈 

 

승급 조건 

- 출석률 70% 이상 

- 성취도평가 합격 (15 주차에 짂행될 예정) 

 

반배치고사 

- 본인의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반배치고사 요청 가능 

(tel. 777 020 540 / eliska.jung@kipraha.cz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 요망) 

 

mailto:eliska.jung@kipraha.cz


중국어 

 

학기 기간 

- 15 주, 30 시갂(수업 시갂으로 한 시갂은 45 분임) 

- 수업이 공휴일에 있을 경우, 해당 수업 시갂은 다른 날로 대체됩니다. 

(즉, 15 주 과정이 연장됩니다.) 

 

수업 모델 

- 수업은 하루에 90 분씩 일주일에 1 번 체코인 강사에 의해서 짂행됩니다. 

 

과정 당 인원수 

- 한 반에 최소 6 명 이상 최대 10 명까지 등록 가능. 

 

과정 개시 조건 

- 모든 반은 수강생이 최소 6 명 이상일 때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