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학생을 위한 엘티스(ELTIS) 영어코스 

 
  

이 코스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바이오시스 대학의 전문 영어 코스인 엘티스(The English Language Teaching Institute of 

Symbiosis)는 외국 학생을 위한 영어 습득 코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2 년에 시작된 이 대학의  

영어 코스는 교과과정의 질적인 면에서나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시설면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53 개국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바레인, 브라질, 볼리비아, 

불가리아, 부룬디, 카메룬, 중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체코,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아이보리 해안, 일본, 요르단, 한국, 레바논, 리비아, 몽고,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네팔, 니제르, 오만, 페루, 팔레스타인, 쿼타르, 러시아, 스페인,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태국, 탄자니아, 투니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에서 온 학생들이 전일과정에 등록하여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전문가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코스가 있습니다. 

 

(1) 1 년 

(2)  6 개월 반  

(3)  4 개월 반  

(4)  3 개월 

  

1] 엘티스 코스  

 

번호 코스 명 기간 날짜 비용 자격 

1 숙련된 영어와 커리어 기술 

디플로마(Diploma of 

Proficiency in English 

and Career Skills) 
 

(심바이오시스 국제 대학교 

수여) 

1 year 

 

  

Starts on July 01 

every year  
미국달러 2175  

 

12 학년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2 영어 자격증 

코스(Certificate Course 

in English) -장기코스 

(자체적) 

Long-term  

 

(3 intakes) 

Batch i)  

Starts on August 17 

every year  

미국달러 1400  

 

10 학년 졸업자 

Batch ii)  

Starts on October 05 

every year 

 

Batch iii)  

Starts on January 02 

every year  

 

3 영어 자격증 코스-단기코스 

(자체적) 

Short-term Starts on March  02 

every year  
미국달러 1025  

 

10 학년 졸업자 

4 IELTS : 시험준비 코스 3 months Will be announced.  미국달러 800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자 

    

 

 

 

  1.2] 학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수업료 

b)  이벤트 및 행사비 

b)  시험 응시료 

d)  코스 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 보험료 (둘째 주부터 적용) 

e)  건강 보험(둘째 달부터 적용) 

f)   무료 건강 검진 

g)  컴퓨터화된 어학 연구소 사용 

h)  넷카페가 있는 도서관 사용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eltis-symbiosis.org 를 참조하십시오.  

 

  

1.4] 불포함 비용의 내역:  

 

디플로마(1 년) 영어 자격증 코스 

(6 개월 반과 4 개월 반) 

교재(책 포함) : 인도 루피 3500 

학생 가이드북 : 인도 루피 500 

교재(책 포함) : 인도 루피 2500 

학생 가이드북 : 인도 루피 500 

 

2] 학비 납입 

  

2.1] 학비의 최소 50%가 선불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학비는 현금이나 온라인 혹은 다음과 

같은 은행 스위프트코드의 상세내용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어학원 이름 English Language Teaching Institute of    
Symbiosis (ELTIS) 

주소 Plot No. 419, Model Colony, Gokhale Cross 

Road, Next to Atur Centre, Pune – 411 

016,  Maharashtra, India. 

수신 은행 Axis Bank Ltd. 
   

은행 스위프트 코드(Bank 

Swift Code) 

AXISINBB037 
  

은행주소 Lohia and Jain Building, Ambika Society, CTS 

2840/A, Plot No. 20, Senapati Bapat Marg, 

Near Chatturshringi Temple, Pune - 16. 

어학원의 은행계좌번호 315010100023339 
   

 

2.2] 온라인을 이용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비자 혹은 마스터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http://eltis-symbiosis.org/online-payment.php 

 

 온라인으로 납일할 경우 인도 루피로 액수를 기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의 메일 

주소로 납입 상세사항을 알려주십시오.director@eltis-symbiosis.org   

 

2.3] 온라인 납입의 경우 납입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플로마 코스는 인도 루피 

30,000 이고 6½ 개월 자격증 코스는 인도 루피 20,000 이며, 4½개월 자격증 

코스는 인도 루피 15,000 입니다.  

 

2.4] 나머지 차액은 학생이 엘티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미국달러로(인도 루피로는 불가) 

지불해야 합니다. 

http://www.eltis-symbiosis.org/
http://eltis-symbiosis.org/online-payment.php
mailto:director@eltis-symbiosis.org


 

2.5] 차액 금액의 환율 계산은 The Reserve Bank of India 웹사이트 

www.rbi.org.in 의 공인 요금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은 날의 

환율로 적용됩니다. 

2.6]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학과 비자 

3.1] 학원에서는 학비의 50%를 받은 후 입학 허가서( Admission Letter)를 발행합니다. 

학생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고 학원에서 팩스로 보내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 원본을 등기로 보낼수 있는데 등기비용은 

학생이 지불하게 됩니다.  

3.2] 이 입학 허가서 원본을 학생비자(Student Visa) 신청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4] 원서 

웹사이트에서 입학과정(Admission Process)을 클릭한 후 양식 다운로드(download form)를 

클릭하십시오. 이 양식을 출력한 후 기입하셔서, 필요서류와 함께 기입한 양식을 등기로 보내십시오. 

푸네 엘티스에 도착해서 원서비와 코스 가이드비 인도 루피 500 혹은 미국달러 15 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임시 입학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여권 사본 2 장 

2.  사진 6 장 (I-Card 사이즈) 

3. 최종 학위과정 시험 성적표와 학위증 

4.  기입이 완료된 신청서( Application Form) 

  

  최종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비자 사본 2 장 

2. 경찰서 등록증 (Police Registration)/거주 허가증(Residential Permit) -2 장 

3. 주소 증명서 ( 본국)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6] 공항 마중 

뭄바이 국제 공항으로 학생을 마중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플랭카드를 들고서 학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뭄바이 공항에서 푸네의 엘티스까지 픽업 비용은 미국달러 110 입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비행기 번호, 날짜, 시각 및 장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7] 숙박 :  

7.1] 심바이오시스 호스텔에 약간의 빈자리가 있는데 보통 4-5 월에는 예약이 완전히 끝납니다. 

방은 1 년동안 주어지기 때문에 1 년치 숙박비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을 하려면 

루빨리 쵸드리(Ms.RupaliChaudhary)에게 서둘러 메일을 

보내세요.rupali@symbiosis.ac.in  

7.2] 3 인실 총비용은 인도 루피 1,59,300 이고 2 인실은 인도 루피 1,90,750 이며 이는 

미국달러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1 년간의 숙박비와 채식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rbi.org.in/
mailto:rupali@symbiosis.ac.in


7.3] 외국 학생들이 플랫이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기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2-3 명의 

학생이 함께 임대한다면 호스텔에 묶는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8]  심바이오시스 엘티스 시설 

  

   ≫ 엘티스는 2,500 스퀘어 미터 이상의 참신하고 새로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21 개의 널찍한 시청각실 

   ≫  100 개의 좌석이  완비된  AC 강당 

   ≫  3 디지털 언어 연습실 

    ≫  잘 갖추어진 도서관 

    ≫  2 AC 시청각 회의실(Conference Rooms) 

    ≫  넷 카페 

    ≫  은행 현금 인출기 (ATM) 

   ≫  복사 부스 ( booth) 

   ≫  기초 의료 센터 

 

9]연락처  

 

입학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회계사 닐레쉬 보빨레(Mr. Avadhoot Joshi)에게 연락하세요. 핸드폰 

번호는 0091-99 70 25 73 04 이고 이메일 주소는 accounts@eltis-symbiosis.org 입니다. 기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nglish Language Teaching Institute of Symbiosis (ELTIS) 
심바이오시스 국제 대학교 지정 대리소. NAAC 의해 “A” 등급으로 재승인 받음  

Plot No. 419, Model Colony, Gokhale Cross Road, Next to Atur Centre,  
Pune – 411 016.  MAHARASHTRA (INDIA). 
  

전화번호 : 0091-20- 25677431/32 혹은 25662822   Telefax : 0091-20- 25673400  

 

이메일  : director@eltis-symbiosis.org    

  info@eltis-symbiosis.org 

 

웹사이트        : www.eltis-symbiosis.org 

  

연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가 있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mailto:accounts@eltis-symbiosis.org
mailto:director@eltis-symbiosis.org
http://www.eltis-symbiosi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