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ies Jugendseminar에서는  1년 동안 당신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질문들에 몰두 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Freies Jugendseminar는  당신처럼  18-28세 
사이의 전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인생과 직업을 
주제로 만남을 갖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당신에게 강의와 프로젝트, 연수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사회성을 넓힐 수 있고 
창의적 자발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진로와 인생을 
위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장소 

유겐트세미나에서의 1년

어디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만의 
과제를 

찾습니까?

청년들의 국제적인 커뮤니티는 Freies Jugendseminar에서 함께 지내고, 공부하고, 
만납니다.
Jugendseminar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공감 능력과 유연성, 관용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한 부분을 작게나마 경험하며 사회성과 
함께 세계를 유익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합창 수업, 사회적 교육, 예술프로젝트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인식을 위한 
능력을 형성하며 이러한 수업들은 공동체 속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체 경험

자신감 얻기
항상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 안에서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생동감 있고 자립적인 
지식의 힘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이곳의 
아침을 여는 다양한 수업들은 인류의 포괄적인 
형상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합니다. 수업 그룹에서 당신은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지학의 시초를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발표, 토론, 팀 활동에서 
자립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언어, 연극 예술, 
오이리트미, 보트머 체조, 노래, 음악활동, 조소, 
그림 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예술적인 활동들은 
스스로 서기 위한 연습을 위해 지도되며 고유한 
경험과 표현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독립적으로 체계화하는 능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로 방향을 위한 수업은 흥미로운 사람들과 독창적인 
프로젝트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미나하우스에서의 자치활동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게 
합니다. 개별 상담은 개인적 발전과 진로선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자신만의 흥미를 발견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자발적인 공간이 주어집니다. 
Freies Jugendseminar는 지식의 단순함을 넘어서서 당신의 
안에 놓여있는 중요한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전문지식 대신 조화로운 지적, 예술적, 사회적 
그리고 실제적인 연습은 당신의 고유한 개성을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계 
형성하기

T +49 (0)711. 26 19 56  
F +49 (0)711. 120 99 10 
info@jugendseminar.de 
www.jugendseminar.de

주소
Ameisenbergstr. 44 
70188 Stuttgart 
독일

어디에서 
창의적일 수 
있습니까?

Korean



세미나 과정
Freies Jugendseminar 는 세 번의 연속적인 학기(Trimester ; 3학기 제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
년이 소요됩니다. 각 학기는 1월, 5월, 9월에 시작됩니다. 또한 당신은 4학기에 걸쳐 더 깊게 공부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기 중 혹은 세미나 직후에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실습을 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개별 면담은 개인적인 발전에 관한 질문부터 객관적인 
진로에 관한 조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졸업 후에는 당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Freies Jugendseminar 는 수 많은 교육기관 들로부터 기초를 준비하고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곳으로 
추천됩니다 .

견학과 학기 등록
Freies Jugendseminar 등록은 1년에 세 번 학기 초에 가능합니다. 당신은 최소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학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기는 우리를 흥미롭게 합니다! 수업 
언어는 독일어이며, 그것을 위해 충분한 독일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Freies 
Jugendseminar 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Freies Jugendseminar 를 알아가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이틀 혹은 삼일 동안 세미나수업과 식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업 참여는 무료이며, 이 후 개별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세미나하우스는 슈투트가르트 중심가에서 10분 거리의 
조용한 위치에 있으며 넓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리스트는 공동생활 공간과 함께1인실 또는 2
인실에서 생활합니다.
한 학기 당 비용은 2,300유로 이며, 월 약 575유로입니다. 
그 비용에는 월세, 관리세, 식비(평일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및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두 
번의 연수는 추가적으로 각 300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이 포기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세미나를 위해 어떻게 비용을 조달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당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당신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세미나 팀

나는 유겐트세미나에서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고유한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삶 속에서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배웁니다.

LENA |독일
가수| 세미나리스트 2004

유겐트세미나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젊은 사람들과 함께 예술, 학문을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알아 갈 수 있습니다.

FERNÁN | 코스타리카

세미나리스트 2016

청년들을 위한 후원 

청년들의 창의성은 아주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약 50여년 동안 Freies Jugendseminar 
는 그들의 자율적인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후원 단체인Seminar für interkulturelle Jugendbegegnung e. V. 와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세미나센터는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됩니다..

  슈투트가르트의Freies Jugendseminar 는 Deutscher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의 조합원이자 슈투트가르트 시청사를 통해 청년후원단체로서 인정받았습니다. 

후원금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후원 계좌:
GLS GEMEINSCHAFTSBANK EG

IBAN DE94 4306 0967 0073 9075 00
BIC GENODEM1GLS

세미나 조직체계

MARCO BINDELLI  그룹토론, 합창단, 인지학, 
    세미나 지도자, 세미나 대표
SAKIA HOPPE, LISA GEIBEL, CHRISTOPH 
DAECKE  말하기와 연극예술 
LORIANA FAVRO  오이리트미 
MAX STRECKER  보트머체조
DIETLINDE HATTORI  치유 오이리트미
INA RENKE  세미나하우스 관리
CORNELIA CZESLA  사무관리
FLORIAN KLESCZEWSKI  세미나하우스 기술 
    담당자
MAUREEN LUND  경영 담당
HANS-JÖRG BARZEN  재정, 경영 담당, 
    세미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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