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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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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학생 그리고 친구 여러분, French in
Normandy를 찾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우리는 학원 내 이산화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 종이 및 기타 소모품의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French in
Normandy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 문화 및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보시려면 French in Normandy의 웹 사이트
www.frenchinnormandy.com 및 Facebook 페이지
www.facebook.com/FrenchinNormandy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French in Normandy의 ‘Super Star’ 학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재생지에 인쇄된 본
브로셔를 읽어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fo@frenchinnormandy.com.
빠른 시일 내에 루앙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leri Maitland
Director
Malika Bezzou
Manager

루앙을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주요 이유

• 루앙은 안전하고 쉽게 둘러볼 수 있는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 루앙은 파리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어 파리와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진정한 프랑스의 향취를 듬뿍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 루앙은 잔다르크와 사자심왕 리처드의 도시이자 인상주의 예술 운동의 발생지로 빅토르
위고에서부터 사르트르에 이르는 작가로 유명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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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앙은 노르망디의 그림 같은 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몽생미셸, 바이유, WW2 Landing
Beach, 옹플뢰르, 카망베르 및 에트르타를 당일에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루앙에는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있으며 노르망디에서는 사과주, 칼바도스, 치즈,
크림, 해산물 등이 특색을 이루는 프랑스 최고의요리를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rench in Normandy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주요 이유

• French in Normandy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가족 경영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French in Normandy에게는 개인의 필요가여러분 자신에게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French in Normandy에서 각 클래스는 그룹당 최대 10명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각 수업은 60분간
지속되며 공휴일에도 쉬지않고 진행됩니다.
• French in Normandy는 풍부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헌신적인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뛰어난
서비스의 원천입니다.
• French in Normandy는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이동 수단 사용과 적극적인 에너지
필요 및 쓰레기 배출 저감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French in Normandy는 뛰어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명한 어학 그룹인 IALC에 속해
있으며, 프랑스 정부 품질 라벨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Study Travel Magazine Award에서 5회
연속 최고의 프랑스어 어학원으로 선정된 종신 ‘Super Star’ 어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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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숙박시설 옵션

• 홈스테이: 여전히 가장 있기 있는 숙박 옵션으로, 프랑스식 생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프랑스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기 때문에 70%의 학생이 프랑스인 가정에서 머무르는
홈스테이를 선택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개인 화장실 또는 공용 화장실옵션과 함께 B&B(
아침식사 제공), 1일 2식 또는 1일 3식을 제공합니다.
• 취사가 가능한 스튜디오: 개인 화장실, 주방이 갖춰져 있으며 부페식 아침식사(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를 제공하며 도보로 몇 분 거리 내에있습니다.
• 기타 선택 가능한 숙박 시설: 호텔, 유스호스텔, 대학 기숙사, 아파트 및 캠핑. 숙박 준비는 French
in Normandy로 문의하십시오.

뛰어난 교육 과정 옵션

• 일반 프랑스어 그룹 과정: 주당 15시간 또는 25시간

• 학생별 요구사항에 맞춰 구성된 1:1 프로그램과 그룹 스터디에 1:1 수업을 접목시킨 ‘콤비 과정’
• DELF/DALF 시험 및 TCF 준비 과정

• French Plus 과정: 미식, 요리, 그림 등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접목시킨 수업

• 학생들은 그룹별로 French plus 여행 및 활동으로 구성된 흥미진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rench in Normandy로문의하십시오.

성공으로 향하는 탄탄한 길

French in Normandy는 여러분의 목표가 재미 또는 미래를 위한 경력이든, 무엇이든간에 모든
언어적 필요에 부응합니다.
일반 프랑스어 과정 이외에도 루앙 및 다른 지역의 파트너 기관과 함께 향후 학업 또는 직업 교육을
위한 과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는루앙의 파트너 교육 기관:
ESIGELEC • INSA • Rouen Architectural School • Rouen Business School • Rouen University
국가 직업 자격을 제공하는 다음 교육 기관: • INBP-제과, 제빵, 케이크 및 초콜릿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랑스 국가 기관 • IFA Marcel Sauvage 요식업계에서 요리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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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L LANGUAGE SERVICES NORMANDIE PICARDIE
Siège : 26 bis rue Valmont de Bomare - 76100 Rouen -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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