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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프로그램 및 수강료

ROUEN

2020 년도 프로그램 내용 및 요금
코스는 일년 내내 매주 월요일 시작.

프렌치 인 노르망디 어학원에 등록하시는 수강생에게는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클럽 활동은 수업이 끝난 후 16시 15분 -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 재미있는 문법 수업 / 화요일 : 발음과 연극 / 수요일 : 독서클럽(책읽기) / 목요일 : 씨네 클럽 (영화보기) / 금요일 : 개인교습

등록비

60 유로

공책, 지도, 여행자 안내서 등으로 구성된 환영 정보 팩이 담긴 예약료

교재비

60 유로

French in Normandy 워크북, 문법책과 문법 연습책,
과정 이수증서 등으로 구성된
모든 교습 자료

코스 옵션

주

주당 요금

코스 내용

드미 인텐시브 과정
(DEMI-INTENSIVE)
주당 10시간 + 클럽활동 5시간

1 주당

150 유로

주당 10시간의 오후 단체 수업 (월~금) + 클럽활동 5시간
오후 수업시간 : 14시 - 16시
+ 클럽활동 5시간 (16시 15분 - 17시 30분)

1-2 주

230 유로

3-5 주

210 유로

6-12 주

196 유로

오전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13-25 주

189 유로

+ 클럽활동 5시간 (16시 15분 - 17시 30분)

26-35 주

170 유로

36-48 주

150 유로

수업이 시작되는 첫번째 월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Rouen 가이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2 주

340 유로

3-5 주

319 유로

6-12 주

289 유로

13-25 주

250 유로

26-35 주

215 유로

36-48 주

195 유로

세미 인텐시브 과정
(SEMI INTENSIVE)
주당 15시간 + 클럽활동 5시간

인텐시브 과정

INTENSIVE

주당 25시간 + 클럽활동 5시간

일대일 과정
주당 15시간

일대일 과정
주당 30시간

1 주당

1 주당

999 유로
(65 유로 추가 시
간당)

주당 15시간의 오전 단체 수업 (월~금) + 클럽활동 5시간

주당 15시간의 단체 수업 (월~금) + 클럽활동 5시간
오전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오후 수업시간 : 14시 - 16시
+ 클럽활동 5시간 (16시 15분 - 17시 30분)
수업이 시작되는 첫번째 월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Rouen 가이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당 15시간의 1:1 과정 수업
학생의 요건에 따라 시간과 수업이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1.999 유로

주당 30시간의 1:1 수업 (월~금)

(65 유로 추가 시
간당)

오전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오후 수업시간 : 14시 - 17시 30분 / 오후 휴식시간 : 16시 - 16시 30분
주당 15시간의 오전 단체 수업 + 주당 15시간의 오후 1:1수업 (월~금)

콤비 15+15 그룹/ 일대일 과정
주당 30시간

1 주당

1.299 유로

그룹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1 : 1 수업시간 : 오후 중 주당 15시간 제공
주당 15시간의 오전 단체 수업 + 주당 5시간의 오후 1:1수업 (월~금)

콤비 15+5 그룹/ 일대일 과정
주당 20시간

1 주당

599 유로

그룹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1 : 1 수업시간 : 오후 중 주당 5시간 제공

주당 15시간의 오전 단체 수업 + 주당 5시간의 오전/오후 1:1수업
(월~금)

콤비 15+5 AM/PM
주당 20시간

1 주당

555 유로

그룹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1 : 1 수업시간 : 오전 8시 - 9시
또는 16시 30분 이후로 주당 5시간 제공

새로운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30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수업

30+

주당 30시간
(30세 이상,
최대 학생수 4명)

1주

799 유로

2

주당 30시간의 소규모 수업 (월~금) / 최대 학생수 : 4명
오전 수업시간 : 0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시간 : 11시 - 11시 30분
오후 수업시간 : 14시 - 17시 30분

DELF DALF 준비 과정
코스 옵션
DEMI-DELF DALF
주당 10시간
+ 클럽활동 5시간

French in Normandy 3D
전용 DELF/DALF
주당 15시간
+ 10시간의 특별시험 준비

DELF/DALF 콤비

주당 요금

코스 내용

1-8

170 유로

주당 10시간의 DELF/DALF 준비 오후 수업 + 클럽활동 5시간 (월~금)

9 주 이상

150 유로

DELF/DALF 집중대비 오후 수업 : 14시 - 16시
+ 클럽활동 5시간 (16시 15분 - 17시 30분)

1-8

350 유로

9 주 이상

325 유로

4

DELF/DALF COMBI
AM/PM
COMBI 15+5

4

일반그룹 수업 25시간을 포함한
주당 15시간 및 시험을 위한 10시간의 수업 : 14시 - 16시
+ 클럽활동 5시간 (16시 15분 - 17시 30분)
응시료 / 예약료 미포함

599 유로

주당 15시간의 오전 DELF/DALF 준비 + 5시간의 특별시험 준비 개인수업
DELF/DALF 집중대비 그룹 수업 : 9시 30분 - 13시
중간 휴식 시간 : 11시 - 11시 30분
오후에는 시험을 위한 개인별 수업 5시간이 있습니다.
응시료 / 예약료 미포함

555 유로

주당 15시간의 일반 그룹수업 + 5시간의 특별시험 준비수업
오전 그룹 수업 : 9시 30분 - 13시 / 중간 휴식 시간 : 11시 - 11시 30분
개인별 수업 5시간: 오전 8시 - 9시 또는 16시 30분 이후로 가능합니다 .
응시료 / 예약료 미포함

60 유로 (일회성 보충 교재)

DELF/DALF Learnware

새로운

주

시험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전문자료들

DELF/DALF
"ONLINE"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기타 시험 및 자격증
TCF 요금

150 유로

4 가지 필수 테스트

응시 예약료

60 유로

DELF/DALF 또는 기타 외부 시험 응시 예약료
(응시료 미포함)

상세 성적표

60 유로

개인별 과정 성적표

새로운

볼테르 증명서

진정으로 유일한 이력서를 원한다면 체류기간동안 프렌치 인 노르망디에서 볼테르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방과후 화요 아뜰리에는 당신의
완벽한 맞춤법과 작문표현법을 도와줄것입니다. 테스트는 매월 가능합니다. 볼테르 인증서 테스트는 영어의 토익시험과 비슷한 객관식
시험입니다. 볼테르 인증서는 서신, 자료, 메일, 리포트, 프리젠테이션등 프랑스어 고급 작문 수준의 후보자를 필요로 하는 국제회사들에
의해 인정받는 매우 유명한 테스트입니다.
<볼테르 클럽>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35유로 / 주

Test

60유로 / 인

« FRENCH PLUS »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수업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
비용

내용

“프랑스어 및 요리 수업”
전문적인 프랑스 쉐프와 요리도 하고, 프랑스어도 배우
십시오.

360 유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하는 15시간의 프랑스어 수업과
세 차례 의 요리 수업

새로운

코스 옵션

2020년 5월 25일 및 9월 28 일에 시작합니다.

50+

15 시간 : 1-2 주
+ 활동 프로그램 (50 세 이상의 학생들을위한)

449 유로

수업시간은 9시30분 - 13시 (휴식:11시-11시30분)
+ 4가지의 문화활동이 가능합니다.싀

프랑스어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 및 개발을 위한 수업
코스 옵션

1 주 비용

언어학습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접근법

550 유로

일반적인 교수법

530 유로

방법 및 언어

530 유로

집중 언어

460 유로

주 2 주 비용

코스 내용
25 시간의 훈련 (연 3 회)
시작 날짜 2020년 2월 3일, 7월 20일 및 11월 23일

2주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원에
문의하십시오.

3

교수법 능력 향상 및 수업을 위한 새로운 활동 습득을 위한
25시간의 교육 (연 6회)
수업의 성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되는 수업이자,
당신의 프랑스 어 능력이 향상 되는 수업. (연9회)
언어학 능력의 실현 및 개선을 위한 수업 (매주 월요일에 시작)

홈스테이 숙소
홈스테이 소개료

60 유로

학생 1인당, 새로 소개 받을 때마다 지급

홈스테이

비용

비용

홈스테이 1일 2식 제공

199 유로

홈스테이 6박: 평일 1일 2식 제공(아침과 저녁), 주말 1일 3식 제공

홈스테이 추가 비용

35 유로

현지 도착일이 일요일 이전이거나 출발일이 토요일 이후인 경우

고급 홈스테이 1일 2식 제공

299 유로

고급 홈스테이 6박: 개인 욕실, 평일 1일 2식 제공(아침과 저녁), 주말 1일 3식 제공

고급홈스테이 추가 비용

50 유로

현지 도착일이 일요일 이전이거나 출발일이 토요일 이후인 경우

기타 숙박
개인 전용 스튜디오 1

49 유로*

1박 가격에 평일 조식 포함

"Les Estudines"

670 유로*

한달 가격에 평일 조식 포함

개인 전용 스튜디오 2
“LeoResid” / “Nexity”

490 유로 부터 *

월별 가격,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호스트 가정 내 스튜디오

480 유로 부터 *

호스트 가정 내 스튜디오의 한달 가격
선택 사항에 따라 가격 결정

호텔 및 임대 별장 등

이동 서비스 ( 편도 가격 제시 )
파리 CDG/ORLY 공항 픽업(단독)

265 유로*

단독 이동: 도착 시 픽업

파리 CDG/ORLY 공항 픽업(공동)

170 유로*

타 승객들과 함께 타는 셔틀 택시
공항 내 지정 장소에서 픽업

파리 BEAUVAIS 공항 픽업(단독)

240 유로*

단독 이동: 도착 시 픽업

DEAUVILLE 공항 픽업 (단독)

240 유로*

단독 이동: 도착 시 픽업

파리 기차역 (단독)

265 유로*

단독 이동: 도착 시 픽업

* 택시, 호텔, 거주지등 제 3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에 따라 French In Normandy 가 제시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의 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

은행 이체 수수료

35 유로

유럽 이외 지역에서 은행이체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체 수수료.
대체 지불 수단에 대한 내용은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1-4 주 15유로

국제 보험

사회보험에 필요한 등록번호와 서류 제공

at

5-16 주 12유로

중요한 사항 : 개인사고, 의료, 취소, 축소, 여행지연 혜택, 개인용품,
수하물 지연 및 개인 책임에 대한 보험입니다.

17+ 주 8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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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IN NORMANDY
26 bis rue Valmont de Bomare
76100 Rouen - France
Tél. : +33 2 35 72 08 63 - Fax : + 33 2 35 72 08 64
긴급 전화번호

: (+33) 6 72 43 10 04

클래스 규모
한반 정원은 최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소그룹 전문가 연수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됩니다.
국경일이라도 부활절 월요일과 5월 1일을 제외하고는
수업이 진행 됩니다.
이 이틀간의 수업은 휴일이 껴 있는 그 주의 다른 4일에 보충됩니다.

EURL LANGUAGE SERVICES NORMANDIE PICARDIE
Siège : 26 bis rue Valmont de Bomare - 76100 Rouen - France
Capital de 7 622,45€ RCS ROUEN : B 411 845 829
N° d’existence : 23760421476

eleri.maitland@frenchinnormandy.com
info@frenchinnorman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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