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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ABC 컨설팅은 부동산 컨설팅 기업,
TG Verwaltung GmbH & Co.KG의 자회사로,
리로케이션,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조기 유학,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REETING

저희만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저희 ABC가 고객의 성공
키워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에서의 새로운 도약,
ABC Consulting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이사

Daniel
Chang

믿을 수 있는 조기 유학, AB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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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BC Consulting
소개

ABC Consulting 기업 개요
ABC Consulting CI
ABC Consulting 사업 부문
ABC Consulting 조직도

고객의 성공적인 출장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경제 교류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독일에 K-Business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1 ABC Consulting 개요
ABC컨설팅은 2012년 설립된 TG Verwaltung GmbH & Co.Kg의, 자회사로서
구성원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독일 정착과
비즈니스를 돕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컨설팅 법인입니다.

2012

2015

2016

법인공증 전문 법무법인,
Veidt Glott-Buerger
Lindner Notar-Rechtsanwalt 파트너쉽 협약

TG Relocation
Service 창업

부동산 중개 법인, Immosearch GmbH
파트너쉽 협약

2018
부동산 전문 컨설팅 법인,
TG Verwaltung GmbH
& Co.KG 설립

2019
항공, 호텔 예약 전문 기업,
HR Kara GmbH 업무 협약

2017

코엑스, 벡스코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

기업 출장지원 서비스
사업부 신설

이민법 전문 법무법인, Michael A. Rechtsanwalt
파트너쉽 협약
세무법인, Schmitt Steuerberater 파트너쉽 협약

2020

2021

자회사 ABC Consulting 설립

조기유학 사업부 신설

로케이션 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미디어 사업부 신설

독일 어학교육 전문기관,
Humboldt Institut 공식
에이전시 협약
해외근무 지원 서비스 기업,
소프트랜더스 독일 현지
파트너 협약

02 ABC Consulting CI

ABC 컨설팅 법인
[에이비씨;아베체]
알파벳의 첫 시작이자 가장 쉬운 알파벳인 ABC.
고객이 독일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첫걸음을 위해,
A부터 Z까지 차근차근히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ABC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ABC의 각 알파벳은 저희의 주요 사업분야를 나타냅니다.
저희의 마음가짐을 3가지의 상징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Academy.
Auslandsstudium(유학).

Business.
Besitz(부동산).

Conductor.
Coordination.

조기유학 컨설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빨강색은 열정과
결의를 상징합니다. 열정적인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ABC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부동산/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파랑색은 이성과
창조성을 상징합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블루오션을
찾아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유럽 출장 지원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연두색은 편안함과
정신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고객의 편안한 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ABC Consulting의 사업 부문
개인고객 서비스

부동산

리로케이션

기업고객 서비스

조기유학

• 투자 목적의 부동산 컨설팅

• 사전 답사 및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 Humboldt Institut 입학 수속

• 상가, 사무실 부동산 중개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파트너쉽 김나지움 입학 알선

• 주택 임대 및 매매 중개

• 차량 매매, 리스, 렌트 컨설팅

• 공항 픽업 및 에스코트

• 사업체 인수 및 수익 분석

• 각종 보험 계약 컨설팅

• 임시 숙소 섭외

• 창업 지원 서비스

• 유치원 및 학교 입학 수속

• 진학 학교 정보 제공

• 유학생을 위한 아파트 등 소개

• 전화, 인터넷 등 생활 편의 지원

• 심층적인 진학 컨설팅

• 단기 계약의 임시 주거지 중개

• 비자 또는 블루카드 신청 대행

• 미성년자 가디언 서비스

• 영상을 통한 부동산 매물 소개

• 24/7 비상 서비스

• 방학 중 돌보미 서비스

출장지원
• 출장, 연수, 박람회, 방송촬영 등
출장가이드 서비스
• 호텔, 항공권 예약
• 비즈니스 전문 가이드 제공
• 의전 차량 및 운전 기사 제공
• 전문 통역과 협상 업무 지원
• 비즈니스 미팅 주선, 방문지 섭외
• 자료 조사, 계약서 검토 등 컨설팅
• VIP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촬영대행
• 유럽 전 지역 방송사 촬영 대행
• 전문적인 영상 및 사진 촬영
• 다큐멘터리, 광고, 인터뷰 등 영상
• 현지 자료 제공과 어드바이스
• 특수한 전문가 또는 촬영지 섭외
• 드론 영상 제작
• 화상 회의 또는 웨비나 송출
• 출장 및 연수 영상 촬영

04 ABC Consulting 조직도
ABC컨설팅은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한 ONE-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

II. ABC Consulting
독일 조기유학 안내

독일 유학에 대하여
독일 유학의 강점
독일 조기유학의 비용
독일의 진학 시스템

검증된 ABC만의 방식으로 자녀분의 안정된 유학생활과 진학을 약속 드립니다.

01 독일 유학에 대하여
학문은 단단한 철학 위에 서 있어야 하며 어떠한 영향에도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교육의 기반이 튼튼한 나라 독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디자인하세요!”
“독일은 노벨상 104명을 배출한 전통적인 교육 강국입니다.”
독일은 교육 철학과 사상이 중심이 되어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비롯해 실용학문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강국입니다.
최근에는 독일 유학생 수가 36만명을 돌파했으며, 비단 대학 입학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직업학교에 이르기까지
유학의 경로도 다양화 되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모두 학비는 무료이며 학생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직업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업과 유급 실습을 병행하여 장인, 즉 마이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독일어와
영어를 통해 수학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대학은 유럽 국가의 대학들과 연계 되어있어, 학생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학문과 학점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대졸 실업률은 4%로, 대학 졸업 후 여러 독일어권
국가를 무대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독일 유학의 강점

1

독일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적 전통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수려한

2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심 국가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3

미국, 영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형 조기유학이 가능하며,

4

인문, 사회, 자연공학 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미술, 체육 등 모든 분야를

자연환경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등이 인접해 있어 주변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고루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등 3개 국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선도하는 독일에서, 선진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교육 사업으로 인해 예체능 분야의
교육비도 한국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02 독일 유학의 강점

5

모든 대학은 국립이며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므로, 대학 진학 후

6

대학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의 Part-time job을 통해 경제 활동이

7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18개월의 체류 비자가 발급되며, 독일뿐만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Full-time도 가능하여 생활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자녀 분의 ‘남들과는 다른 미래’를 바라신다면, 독일 조기 유학을 추천합니다.
저희는 독일 최대의 기숙 어학원, Humboldt Institut의 공식 에이전시입니다.
자녀분이 최고의 환경에서 독일어를 습득하고, 약 40개의 명문 학교와 협력
관계를 통해 자녀분이 진학 걱정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3 독일 조기유학의 비용
2019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기유학 연 평균비용은 중학생이
◆고교 졸업까지 드는 교육비 ‘8552만원’... 사교육비가 75.1%
유치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등의 진학을 위해서도 고액의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40.5%가 사교육비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른 격차는 극명하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3월 만 20~64세 금융거래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총 8552만원이며 이
중 사교육비는 75.1%(6427만원)를 차지한다.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총교육비는 1억 4484만원
으로,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교육비 4766만원보다 3배나 많았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1023004457?OutUrl=naver)

4,370만원, 고등학생이 5,902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BC 조기유학은 일반적인 고등 조기유학 3년 비용으로 7.5년 동안
어학+고등+대학 교육까지 끝마칠 수 있습니다.
ABC 조기유학은, 독일 최고의 비영리 독일어 교육기관, 훔볼트와
검증된 40여개의 기숙 김나지움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요금의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사 졸업까지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였을 때, 미국에 비해 약 3배 정도 저렴합니다.
독일은 대학원 학비 또한 무상이므로, 석사 진학 시 미국에 비해
‘총 유학비용’이 약 5배 가량 저렴합니다. 또한 8년 간의 교육비,
거주비, 식비, 교통비를 평균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95만원 정도로
국내 특목고 교육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03 독일 조기유학의 비용
ABC독일 조기유학
*포함 내용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
3식/간식
소풍/여행
문화체험
24시간 케어
ABC 서비스
진학상담
공항픽업
임시보호

*훔볼트 기숙 어학원

미국 조기유학

3,322만원

관리형 기숙 어학원

국내 교육비용
8,000만원

고등학교 사교육비

평균 768만원

(2020년 통계청)

(6개월 완성 과정)

최소 6,000만원

자사고 연 학비

평균 886만원

최대 10,000만원

국제학교 연 학비

평균 5,950만원

Top20 대학교 평균 학비

6,600만원

일반 대학교 등록금

평균 680만원

기숙사 거주 450만원

Top20 대학교

기숙사 거주 1,500만원

일반 대학교 기숙사비

평균 600만원

평균 거주지 비용

기숙사 미 거주 650만원

평균 거주지 비용

기숙사 미 거주 1,300만원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780만원

어학/기숙학교 식대

학비에 포함

어학/기숙학교 식대

학비에 포함

가구당 1인 식대

평균 264만원

대학생 식대

평균 650만원

대학생 식대

평균 650만원

대학생 식대

평균 600만원

고등학생 교통비

여행 교통비 포함 0원

고등학생 교통비

평균 50만원

대학생 교통비

70만원

200만원

대학생 교통비

평균 100만원

기숙 김나지움 학교

최소 2,700만원

(명문 사립학교)

최대 6,400만원

Top20 대학교 평균 학비

0원

Top20 대학교

기숙 고등학교

대학생 교통비
8년 과정 총 비용

7.5학년 과정 총 비용
=어학과정 0.5년

최소 15,323만원

=어학과정 1년

최소 59,800만원

7년 과정 총 비용

최소 13,824만원

+고등학교 3년

최대 28,023만원

+고등학교 3년

최대 71,000만원

고등학교 3년

최대 29,736만원

+대학교 4년

(연 평균 2,350만원)

+대학교 4년

(연 평균 7,475만원)

+대학교 4년 (연 평균 1,975~4,248만원)

04 독일의 진학 시스템

*

김나지움(Gymnasium)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영국의 그래머스쿨(Grammar School)과 유사합니다.
초등교육 수료 후, 소정의 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 있으며,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 입니다. 이와 달리,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등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04 독일의 진학 시스템
특성화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진학
일반고

김나지움
인문계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71.1%

중학교

레알슐레
실업학교
하웁트슐레
보통학교

한국과는 다른 독일의 교육과정. 난해한 용어.
난립하는 정보들. 유학 준비과정부터 난관에
봉착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학원에
내 자식을 맡기기만 하면 될까요?

취업

81.5%

36%

직업학교

대학진학

듀얼 시스템
이수

정식취업

마이스터
과정

조기 유학의 첫 걸음은 먼저 독일 어학과정입니다. 이후,
김나지움 진학을 통해 독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BC 조기유학은 이 모든 진학과정을 명확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증된 교육 기관을 제시합니다. 독일 최고의 비영리
독일어 교육기관, 훔볼트 인슈티투트와 검증된 40개의 김나지움
으로 매우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장합니다.
*상담 시, 중학교 성적 제출 필수. 훔볼트 졸업 시험 합격 시.

III. ABC Consulting
조기유학 서비스

독일 조기유학의 진입장벽
ABC 조기유학의 가치
ABC 조기유학의 서비스
ABC 조기유학의 과정
ABC 조기유학의 방식

체계적인 조기 유학 프로세스와 검증된 교육기관, 자녀의 안전까지
ABC가 함께합니다.

01 독일 조기유학의 진입장벽
ABC조기유학생, 준수 군 인터뷰

기타 리스크

심리적 불안
언어적 애로사항

처음에는 막연하게 독일 유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유학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몇몇 유학원은 높은 비용을
안내하다 보니, 고민만 하다 계획없이 독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입국 후, 조기 유학생을 위한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독일어 실력도 부족하고, 현지에서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독일 현지에서 ABC와
상담하게 되었고, 훔볼트 어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훔볼트의
체계적인 과정과 케어 덕분에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6개월 만에
독일어 C1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위험

불합리한 요금
어려운 적응과정

또… 부모님도, 연고도 없는 독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ABC선생님
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독일에 계시다보니 언제든
전화드리고 찾아뵐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김나지움 진학때도 여러 자료를 찾아주셨고, 독일 내 여러 진로와
비전에 대해 알려주셔서 건축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독일에 오는 조기유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싶고, ABC와
훔볼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02 ABC 조기유학의 가치

독일 조기유학의 가치
•독일 명문 학교의 선진화된 교육
•글로벌 교육으로 2~3개국어 습득
•한국에 비해 쉬운 의대 진학
•성적이 아닌 희망에 따른 전공 선택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탈피
•경쟁위주의 교육이 아닌 즐거운 교육

+

ABC 조기유학의 가치

글로벌 역량함양

편리성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투명성
전문성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녀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특성화 교육
•자녀 교육 걱정에서 해방

접근성

다재다능한 인재

=

등 해외 명문대 진학
희망진로 실현의 기회
유럽 선진국 정착과
독일 영주/시민권 획득
석사, 박사 과정까지
등록금 0원

ABC조기유학은, 자녀분이 선진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굳건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02 ABC 조기유학의 가치
ABC Consulting
조기유학 서비스의
4가지 가치

•
입학 안내부터 진학 예정학교 •
한국어로 입학, 진학 상담

답사까지 원스톱 서비스

편리성

• 단 0%의 수수료도 없는
투명한 요금

투명성
독일어권 유학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진로 상담과 진학 어드바이스

•

전문성

• 학교에 학비 직접 납부

• 독일 현지에서 ABC가

접근성

직접 학생들의 문제 해결

• 동일한 학비로 ABC만의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

03 ABC 조기유학만의 서비스
저희는 독일 최고의 비영리 어학교육 기관, 훔볼트 인슈티투트(Humboldt Institut)의 공식 에이전시 입니다.
학생이 훔볼트 어학원에서 독일어 과정을 수료한 후, 김나지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0개 명문학교 파트너쉽

안심 케어 서비스

맞춤 진학상담

ABC와 훔볼트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협력 관계의 기숙 명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독일 현지에서 직접 학생을 케어합니다.
언어, 학교답사, 보호자 상담 등 학생이
훔볼트 재학 중에 겪는 여러 문제들을
ABC가 도와드립니다.

일반 김나지움 진학뿐만 아니라 음대,
축구 등 예체능 분야까지,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적합한 학교들을 소개하고 해당
학교와 연결해드립니다.

임시 보호자 서비스

수수료 0원

필요/요청에 따라 임시 주거지와 보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훔볼트 학생
들을 위한 유럽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거지, 여행비 요금 별도)

ABC를 통해 훔볼트에 입학하실 경우,
ABC 조기유학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 수수료
모두 0원이며, 학비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학예정 학교 답사
훔볼트 어학과정 수료 후, 학생이 직접
선호하는 학교를 방문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ABC가 동행해드립니다.
(통역비 무료, 출장비 실비용 청구)

04 ABC 조기유학의 과정
ABC 상담

훔볼트 입학

김나지움 진학

대학 진학

On/Offline 상담

관리형 유학

관리형 유학

맞춤 진학 상담

훔볼트 입학 안내

독일 어학연수

맞춤 진학상담

대학 정보 제공

서비스 내용 고지

기숙사 입사

입학예정 학교답사

유학생 비자 발급

훔볼트 입학 예약

최대 1년 과정

기숙 김나지움 입학

기숙사/주거지 중개

픽업 서비스 예약

Telc, TestDaF 응시

Abitur 응시

선호 대학 입학

대학 졸업 후 진로
외국인이 독일 대학을 졸업할 경우 18개월의 취업 준비 비자가 제공됩니다. 또한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나 쿼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구직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Full-time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구직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고용이 이루어 질 경우, 취업 비자가 원활하게 발급되며, 독일 내 경제 활동 중 납부했던 연금은 한국 귀국 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미국 유학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참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530/71546581/1)

현재 독일은 의사, IT인재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IT인재들에 대한 블루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대는 너무 좁습니다. 선진 교육을 통해 자녀들은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할 것 입니다.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위한 조기 유학이 아닌, 자녀의 미래를 위해 ABC 조기 유학을 추천합니다

저희 ABC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위해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공지합니다.

05 ABC 조기유학의 방식

1

ABC 관리형 유학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학생에게 맞는
학업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일 입국 이후 생활부터
대학 진학까지 ABC와 기숙학교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2

엄마 동반 유학
고객과 자녀가 함께 독일에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엄마는 독일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독일어 교육기관, 훔볼트가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

✔ 리로케이션 컨설팅 법인, ABC의 현지정착/창업 서비스 제공

✔ 훔볼트가 자녀의 안전과 신변을 보장

✔ 비자 또는 영주권 획득 가능

✔ 연중 무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학생 관리

✔ 창업을 통한 수익 창출

✔ 소풍, 여가 활동 프로그램 포함

✔ 독일어가 불필요한 쉬운 창업 프로그램

✔ 학교 답사, 진학 상담 등 ABC만의 서비스 제공

✔ 유명 프랜차이즈 창업 프로그램

✔ ABC와 훔볼트가 직접 엄선한 명문 김나지움 진학

✔ 지분 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 및 수익 배분이 가능한 프로젝트 알선

✔ 99% 국립 대학 진학율

✔ 엄마가 함께하는 기숙 어학과정 가능

✔ 수수료 0! 학비는 훔볼트와 김나지움에 직접 납부

✔ 자녀의 적응 기간 동안 체류 가능

✔ 투명한 관리, 공신력 있는 정보

✔ 어학원 진학을 통한 어학 비자 발급 (최대 1년)

✔ 독일 현지에서 직접 ABC가 케어

✔ 독일 현지에서 직접 ABC가 케어

✔ 국내 교육비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비용

✔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엄마의 홀로서기 가능

05 ABC 조기유학의 방식

3

엄마와 함께하는 단기 유학 체험 프로그램
자녀가 보호자와 함께 독일에 입국하여 단기간 동안 독일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기유학을 고민
중인 학생과 부모에게 독일 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공립 김나지움 프로그램
자녀가 공립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어 실력이
부족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유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8세에서 19세 대상

✔ 만 15세 이하 대상

✔ 최대 6개월동안 학업 및 체류 가능

✔ 공립 김나지움 진학 프로그램

✔ 독일 공립학교 진학

✔ 무료 또는 저렴한 학비

✔ 교내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수업 제공 (Intergrations Kurse)
✔ 독일 현지에서 직접 ABC가 케어
✔ 학교 답사, 진학 상담 등 ABC만의 서비스 제공

✔ 중학교 및 독일어 성적 필요
✔ 학교에 따라 평일 기숙사 보유 (매 주말에 퇴실)
✔ 독일 현지에서 직접 ABC가 케어
✔ 학교 답사, 진학 상담 등 ABC만의 서비스 제공

✔ 공항픽업부터 거주지 알선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 공항픽업부터 거주지 알선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 유학으로 전환 시, 비자 신청, 진학 컨설팅 등 제공

✔ 자녀의 홀로서기를 위한 리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 엄마 동반 유학으로 전환 시, 서비스 요금 할인 혜택

✔ 가디언(보호자) 섭외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ABC와 상담하세요!

IV. ABC Consulting
훔볼트 어학원 안내

훔볼트 인슈티투트 소개
훔볼트 관리형 유학
훔볼트 캠퍼스와 프로그램

선진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ABC가 함께합니다.

V. ABC Consulting
추천 김나지움 안내

Schule Schloss Salem
Schule Birklehof
Internat Ernst-KalKuhl-Gymnasium
Nordsee-Internat
Collegium Augustiniaum Gaesdonck

ABC가 엄선한 명문 김나지움을 통해, 자녀 분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세요.

독일에서 검증된 교육기관, 훔볼트와 명문 김나지움!
선진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ABC가 함께합니다!

Kaiserstraße 72, 60329 Frankfurt am Main, Germany
0049-69-27138713
070-8806-5353

abc@abcconsulting.co.kr

www.abcconsult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