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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chcaffe Malta
여전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몰타지만 우리 캠퍼스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학원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There are still active Covid cases in Malta but we are able to take face to face lessons and have lots 
of fun with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in the beautiful campus.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how 
our Sprachcaffe life goes on under pandemic situation!

방침
우리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마스크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의 착용은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후 또는 쉬는 시간 동안 밖에서 마스크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①Mask
We are asked to wear masks or face shields inside of rooms.
But it is not necessary outside. So many students relax outside without wearing masks after classes 
or during the break time. 



②소독제
캠퍼스 내부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할 때마다 손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교실과 숙소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②Sanitizer
There are a lot of sanitizers in our school. So we can sanitize our hands whenever we want. There 
are sanitizers for each classroom and apartments.

③체온 측정
학생이 캠퍼스에 등교할 때 안내 데스크에서 매일 체온을 측정합니다. 

③Body temperature measurement
A receptionist check the body temperature of everybody when they come enter the school for the 
first time of the day at the reception.

이 세 가지가 본 캠퍼스가 준수하는 주요 수칙이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hese three are the main measures of the school but Sprachcaffe also asks everybody to take care 
on their own.



교실 상황
우리는 평소와 같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업은 교실 밖으로 나가서 외부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옆 수영장에서)

State of Classes
We have face to face classes as usual. But it is necessary to wear masks or face shields.
So some classes go out and have a class outside (by the pool).

어쨌거나, 요즘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속 
남학생처럼 밖에서 수업하는 것이 정말 편안하답니다.

By the way, it is getting colder these days and I feel that autumn has come.
Then, it is so comfortable to study outside like him.

・

・
레저 활동
우리 어학원은 여전히 캠퍼스 내에서 몇몇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 중 하나인 저녁식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물론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겠죠:)
지난주에는, 독일식 슈니첼을 먹었답니다. 

Leisure programs
We still have few events recently in the campus and dinner events take place every Thursday evening 
are one of my favorite! Of course we don’t have to wear masks during eating :)

We had German schnitzel last week – 



이제 Sprachcaffe Malta campus로의 여행이 기대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곳에 한국인 학생은 없었지만 우리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길 정말 기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여기 
몰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Are you now excited to travel to Sprachcaffe Malta campus?
There are no Korean students so far but we would love to have Korean friends too! We are waiting you here 
in Mal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