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ITUT DE TOURAINE 

요약 보고서 

 
1. 소개 

1912년에 설립 된, Institut de Touraine은 사립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본교는 18명의 정규직 

교사를 포함한, 30명의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본교 이사회는 관광 대학, 지방 자치제, 상공 회의소, 지방 및 지역 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본교의 미션 

Institut de Touraine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목표와 니즈를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단계에서 프랑스어 및 문화와 관련된 고품질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교는 업무 지향적 교육을 추구합니다. 본교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말하기/쓰기 및 읽기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몰입적 상황을 고려한 본교의 자체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3. 품질 

Institut de Touraine 은 2007년 설립된 이래로, Qualité FLE  라벨을 수여 받았습니다. 본교는 최종 

리뉴얼(2015년) 내 모든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본교는 프랑스 내 어학원 주 전문 

협외인 Groupement FLE의 회원입니다. University of Tours와의 협력 협약으로 본교의 학문적 

우수성은 더욱 보장 가능합니다. 본교는 CampusFrance의 회원 기관입니다.  

4. 투르(Tours)시 

투르 메트로폴(Tours Metropole) 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30,000명의 학생들을 포함, 30만 명의 

인구로 구성된 도시 지역입니다. 이 곳은 르네상스 성, 중세 도시 및 La Loire à Vélo로 유명한  

Val de Loire (루이르 계곡)의 수도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투르(Tours)시는 파리에서 TGV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파리에서 투르(Tours)역 또는 

Saint-Pierre-des-Corps (Tours의 두 번째 역) 구간에는 하루 30번 열차가 운행됩니다. 샤를드골 

공항(Paris Charles de Gaulle Airport)과 Saint-Pierre-des-Corps간 직행 열차가 운행됩니다. 또한 많은 

버스 회사들이 파리, 파리 공항 및 투르(Tours) 구간 내 정기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교육 과정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연중 내내 제공됩니다. 인텐시브, 스탠다드, 그룹 수업과 개인 교습의 조합, 

문화적 활동을 통한 언어 프로그램, 시험 준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최소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교육 과정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Course offer 2019” 및 “Rates 

2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 센터 

Institut de Touraine는 DELF 및 DALF의 공식 시험 센터입니다. 매년 8번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7. 위치 및 부지 

본교는 쇼핑가 및 중세 구역에서 몇 분 거리에 위치한 투르(Tours)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4,500 평방 미터의 총 면적으로 3개의 건물 (19세기 개인 

저택과 16세기 수도원 포함) 구성된 본교는 30개의 강의실, 6개의 언어 실습실 및 교육을 위한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정 보충을 위한 본교의 자원 센터는 매일 열려 있으면 개인 

교습도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수업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수 

있습니다. 

8. 숙소 

홈스테이, 레지던스, 호텔 등 요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을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숙박 시설은 학교에서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ommodation 2019"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과외 활동 

영화 상영, 가이드 투어, 와인 시음회 또는 요리 워크샵 등 다양한 활동이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과외 활동은 6월에서 8월 사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대규모 사회 문화 프로그램 및 데일리 

액티비티 등이 제공됩니다. 

10. 정보 및 연락처 

본교의 웹사이트는 본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institutdetouraine.com  

본교의 모든 이벤트는 페이스북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institutdetouraine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학생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contact@institutdetouraine.com 

고등학생, 대학교 또는 교육 에이전트에 해당 되는 경우, 학생 사무실 책임자인 Elisabeth Catroux 

에게 문의 바랍니다: elisabeth.catroux@institutdetouraine.com 

 
 
 
Institut de Touraine    www.institutdetouraine.com 
BP72047      contact@institutdetouraine.com 
1, rue de la Grandiere    +33 (0)2 47057683 

37020 Tours Cedex 1    스카이프 : institut.de.touraine 
France 
 
© Institut de Touraine, 2018년 8월 1일 

 



   

   

투렌 인스티튜트 

2019 코스 
 

1. 스탠다드 코스  - 주 15 시간 

균형잡힌 불어 향상 (말하기, 읽기/쓰기)을 위한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아침 수업을 듣고, 오후에 관광을 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지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o 2주부터 48주까지의 어학 코스 

o 아침 수업만, 주 15시간 

o 2019년 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강 가능 

o 수업 당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 학생 수 제한 
 

 시작 날짜: 완전 초급자를 제외하고 매 주 월요일 (아래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2. 인텐시브 코스 – 주 21 시간 

스탠다드 코스와 더불어 더욱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한 인텐시브 프로그램, 자신의 목표와 보완점을 고려한 코스 

유닛과 파닉스 수업 수강, 자신의 니즈와 관심 사항 (프랑스 문화, 자원봉사,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를 위한 

불어 등)에 맞춤. 

o 2주부터 48주까지의 어학 코스 

o 다음을 포함한 주 21 시간 수업: 

 15 시간 언어 코스 (아침 수업), 

 1 시간 30 분 파닉스 

 1 시간 30 분 튜토리얼 (라이팅/리딩 및 스피킹) 

 3 시간의 컬쳐 워크샵 (문명학, 음식, 문화, 예술 등), 비즈니스를 위한 불어, 활동 위주 수업 (자원봉사, 

커뮤니케이션, 고등 교육을 위한 준비). 

o 2019년 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강 가능 

o 수업 당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 학생 수 제한 

 

 시작 날짜: 완전 초급자를 제외하고 매 주 월요일 (아래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3.  콤비 코스 – 스탠다드 코스 + 2 시간 개인 수업 

자신의 목표와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아침 그룹 레슨과 개인 수업의 유연한 코스 

o 최소 2 주 언어 코스 

o 아침 수업, 주 15 시간 

o 주 2시간의 개인 수업 

o 2019년 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강 가능 

 
 

o 완전 초급– 완전 초급자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날짜에 코스 수강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7일, 2월 4일, 

3월 4일, 4월 1일, 4월 29일, 5월 27일, 7월 1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23일, 10월 21일, 11월 18일 

o 4주 이상의 코스의 경우, 스탠다드 (1)와 인텐시브 코스 (2)의 권장 시작 날짜: 2019년 1월 7일, 2월 4일, 3월 4일, 

4월 1일, 4월 29일, 5월 27일, 7월 1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23일, 10월 21일, 11월 18일 

 
 

4.  개인 레슨 
완전히 자신의 실력과 니즈에 맞춘 코스, 개인의 목표와 일정에 맞춘 유연한 스케줄과 레슨 시간. 

개인 레슨은 2019년 1월 7일에서 12월 13일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인 레슨만 수강하거나 그룹 코스와 함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저희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접속하여 Skype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불어와 봉사활동 
불어 학습과 프랑스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봉사활동을 하며 불어를 연습하고, 

자신만의 프로페셔널 한 측면을 향상하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o 최소 12주 불어 코스 

o 아침 수업, 매 주 15 시간 

o 파트너 기관에서 10 주 동안 오후에 지역사회 봉사 

o 최소 불어 레벨: B1 

o 2019년 1월 7일 – 12월 13일 수강 가능 

 

6. 디스커버리 코스 – 불어와 문화 액티비티 

이 코스는 불어 학습과 여름의 루아르 계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결합한 코스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액티비티를 통해 불어를 연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주 또는 4주 간 문화 프로그램 등록을 포함한 스탠다드 코스 (1) 또는 인텐시브 코스 (2). 

이 문화 프로그램은 매 2-주 마다 진행됩니다: 1 일 종일 여행, 1 일 반나절 여행, 1 쿠킹 워크샵, 1 와인 테이스팅 

워크샵 (*), 예: 총 15 시간 액티비티. (*) 18세 이상의 학생만 참여 가능. 

 

 시작날짜 : 2019년 5월 27일 – 9월 13일매주월요일 
 

7. 루아루 계곡에서의 언어와 문화 (50+) 

문화 디스커버리, 불어 코스,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식사과 나들이를 결합한 일주일 프로그램입니다. 

아침 수업 15 시간 1주일 코스. 최소 레벨: B1. 이 프로그램은 12 시간의 문화 액티비티 (가이드 투어, 와인 

테이스팅), 선생님과의 2 번의 점심이 포함됩니다. 

 시작날짜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8. 외국어로서 불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트레이닝 
 

8.1  불어 교사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교수법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양한 실습과 현대 프랑스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불어 교사들을 위한 

트레이닝. 

불어 교사들을 위한 트레이닝 코스, 기간: 1주에서 4주, 주 20 또는 25 시간: 

- 20 시간의 교수법과 방법론 (불어 말하기와 쓰기, 음성학, 문화) 

- 5 시간의 언어 강화와 음성학. 

저희의 웹사이트에서 이 코스의 자세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코스는 Erasmus +장학금 

신청 대상입니다. 
 

 이 트레이닝은 2019년 7월 2일부터 1일부터 진행됩니다. 

 

8.2  불어 해외 맞춤 프로그램 

불어 교사 참가자들의 기대와 목표에 맞춘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렌 인스티튜트 또는 

해외에서 참여가능합니다. 요청시 프로그램의 개요와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 그룹언어 연수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학생들을 위해, 저희는 참가자들의 기대와 목표에 맞게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요청시 코스, 숙박, 교통, 교외 활동 등을 제공해드립니다. 

 
 
 
 
 
 



   

   

일반 정보 
 

 최소 수업 시간: 수강생 (같은 레벨의 수강생)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의 수업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렌 인스티튜트는 2018 년 12 월 18 일 월요일부터 2019 년 1 월 4 일 금요일, 2019 년 12 월 16 일 

월요일부터 2020년 1월 3일 금요일까지 운영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2019년, 투렌 인스티튜트는 다음의 날짜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5월 1일 수요일, 

5월 8일 수요일, 5월 30일 목요일, 6월 10일 월요일, 8월 15일 목요일, 11월 1일 금요일, 11월 11일 

월요일. 이 날짜에는 수업이 휴강됩니다. 공휴일이 월요일일 경우, 코스는 화요일에 개강됩니다. 

 코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진행됩니다. 투렌 인스티튜트는 주말에 휴강합니다. 

 트렌 인스티튜트는 DELF와 DALF 공식 시험장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후신문읽기, DELF 준비등을위해저희의언어자료센터 (도서관, 미디어센터)는월요일에서금요일, 

12시에서 18시 30분까지이용할수있습니다.학생들은추가자료로온라인학습플랫폼을이용할수있습니다. 

 
 
 
 

투렌인스티튜트 

개인고등교육기관 
BP 72047  1, rue Grandière 37020 Tours Cedex 1, France 
Tél. : + 33-2 47 05 76 83       
contact@institutdetouraine.com 

 institut.de.touraine 
www.institutdetoura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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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 de Touraine

2019 수강료
 2019 1월 1일 - 12월 31일

01/19/2019

주 수강료 주 추가 주 수강료 주 추가

2 420 €                  2 590 €                  

3 630 €                  210 €                     3 880 €                  290 €                     

4 840 €                  210 €                     4 1,170 €               290 €                     

5 1,030 €               190 €                     5 1,440 €               270 €                     

6 1,220 €               190 €                     6 1,710 €               270 €                     

7 1,410 €               190 €                     7 1,980 €               270 €                     

8 1,600 €               190 €                     8 2,250 €               270 €                     

9 1,780 €               180 €                     9 2,500 €               250 €                     

10 1,960 €               180 €                     10 2,750 €               250 €                     

11 2,140 €               180 €                     11 3,000 €               250 €                     

12 2,320 €               180 €                     12 3,250 €               250 €                     

13 - 16 주 170 €                     13 - 16 주 210 €                     

16 3,000 €               16 4,090 €               

17 - 32 주 160 €                     17 - 32 주 190 €                     

24 4,280 €               160 €                     24 5,610 €               190 €                     

32 5,560 €               160 €                     32 7,130 €               190 €                     

33 주 이상 150 €                     33 주 이상 180 €                     

완전  초급자  코스는  4 주  마다  시작됩니다  © 완전  초급자  코스는  4 주  마다  시작됩니다  © 

주 수강료 주 추가 수강료

2 700 €                  시간 당 70 €

3 1,045 €               345 €                     시간 당 65 €

4 1,390 €               345 €                     

5 1,715 €               325 €                     

6 2,040 €               325 €                     

7 2,365 €               325 €                     

8 2,690 €               325 €                     

수강료 주
스탠다드 15 시간    

+ 문화 패키지

인텐시브 21 시간      

  + 문화 패키지

180 €                  2 560 €                  730 €                  

4 1,120 €               1,450 €               

시간

주

5 - 20 시간

21 시간 이상

10

1. 스탠다드 코스 (a)

주 15 시간 

2. 인텐시브 코스 (b)

주 21 시간

5. 봉사활동 (e)

3. 콤비 코스
Skype 사용

언어 코스에 추가

주 15 시간 + 2 시간 개인 레슨
총 = 17시간

6. 디스커버리 코스 (f)

불어와 문화 액티비티

2019년 5월 27일 - 9월 13일

4. 개인 레슨 (d)



Institut de Touraine

2019 수강료
 2019 1월 1일 - 12월 31일

주 주 당 20 시간 주 당 25 시간

530 €                  1 310 €                  350 €                  

2 620 €                  700 €                  

3 910 €                  1,030 €               

4 1,200 €               1,360 €               

알림 :

(g) 문화 및 언어: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 15 시간의 언어, 문화 액티비티 및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식사.

(h)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불어 교사들을 위한 일주일에 한 번 시행하는 테마 교육. 이 프로그램은 1 - 4 주 동안 참여할 수 있습니다.

(j) 최소 수강: 수강생 (동일한 레벨의 학생 수) 인원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 수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P 72047

1, rue Grandière

37020 Tours cedex 1, France

Tel.+ 33 - (0)2 4705 7683

contact@institutdetouraine.com

www.institutdetouraine.com

8.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h)

 2019년 1월 1일 - 26일

7.루아르 계곡에서의 언어 및 문화  (g)

주

(d) 개인 레슨: Skype를 통한 면대면, 개인 또는 그룹으로 수강 가능

2019년 9월 2일 - 6일

50+ 프로그램

등록비: 80 유로 (i)

1

Institut de Touraine

(a) 스탠다드 코스: 일반 불어 아침 코스, 월요일 - 금요일, 1 주 15 시간 (1시간 = 60분), 수업 당 학생 수 10 - 15명

(b) 인텐시브 코스: 15 시간 일반 불어 아침 수업, 1시간 30 분 파닉스, 1 시간 30분 튜토리얼 (쓰기, 말하기), 3시간 개인 맞춤 프로그램 (프랑스 문화, 

비즈니스를 위한 불어, 봉사활동, 커뮤니케이션, 고등 교육을 위한 준비 등) - 총 21 시간, 수업 당 학생 수 10 - 15명.

(c) 완전 초급자 수강 시작 날짜: 1월 7일, 2월 4일, 3월 4일, 4월 1일, 4월 29일, 5월 27일, 7월 1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23일, 10월 21일, 111월 18일  

스탠다드, 인텐시브, 콤비 코스 모두 해당

(i) 등록금: 등록 후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40 유로가 발생합니다.

(e) 봉사활동: 스탠다드 코스에 더하여 일주일에 한 번 10주 동안 파트너 기관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Institut de Touraine이 봉사활동  

지정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최소 불어 레벨: B1

(f) 디스커버리 코스: 이 문화 프로그램은 매 2-주 마다 진행됩니다: 1 일 종일 여행, 1 일 반나절 여행, 1 쿠킹 워크샵, 1 와인 테이스팅 (18세 이상의 학생).

(l) 투렌 인스티튜트는 다음의 날짜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019년 1월 4일 금요일,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020년  

1월 3일 금요일까지 운영되지 않습니다.

(k) 공휴일: 2019년, 투렌 인스티튜트는 다음의 날짜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5월 1일 수요일, 5월 8일 수요일, 5월 30일 목요일, 6월 10일  

월요일, 8월 15일 목요일, 11월 1일 금요일, 11월 11일 월요일. 이 날짜에는 수업이 휴강됩니다. 공휴일이 월요일일 경우, 코스는 화요일에 개강됩니다.



 
 

홈스테이    (일요일–일요일) 

 

 

  

2019년 숙소 
(2018년 7월  27일 

 

 

하루 2 식사 : 아침, 저녁 
 

포함사항: 주중 하루 2 식사, 주말 하루 3 식사. 일주일에 2 번 빨래. 수건과 침구, 무료 Wi-Fi. 

학교까지의 거리: 5- 30 분 (도보 거리) 

알림:1 주 
 

싱글 룸 + 공용 화장실 : 주 196 € 

싱글 룸 + 개인 화장실 : 주 231 € 

더블 룸 + 공용 화장실 : 주 161 € 

더블 룸 + 개인 화장실 : 주 175 € 
 

글루텐 프리 식사 추가 요금: 주 15 € 
 

부엌 사용 가능 
 

포함사항: 아침식사 및 부엌에서 요리 가능, 일주일에 두 번 세탁, 타올 및 침구, Wi-Fi. 

학교까지의 거리: 5 분에서 30 분 (도보 거리) 

알림: 일주일 
 

B&B 부엌 이용 가능: 월 392 € 

개인 레지던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다지오) – 브로셔에서 상세 정보 확인 

 

 

포함 사항: 가구 완비 스튜디오 아파트, 수건과 침구, 빨래 (유료), Wi-Fi 

학교까지의 거리: 10-20 분 (도보 거리) 

알림: 1 개월에 한 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기간 체류 (9월 – 5월): 1 개월 400 €, 전기 계정 개설, 등록 수수료: 240 € (TV 세트 

없음, 전기 계정 개설, 보증금 400 €) 

 3 개월 이상 이용: 1 개월 550 € 

(TV 세트 없음, 전기 계정 개설 필요, 1 개월 보증금) 

 30 박에서 3 개월 사이 이용 : 1박 22.30€(TV 세트, 도착시 침구 정리, 전기 포함, 보증금 

없음, 사전 고지 필요 없음) 
 

아다지오 

 3개월 이상 이용: 1 개월 550 € 
 

오달리스 

 3개월 이상 이용: 1 개월 550 € 
 

Institut de Touraine 
 



 

가구 완비 아파트 렌트 – 연중 이용 가능 – 브로셔 확인 

 

 

 

포함사항: 가구 완비 아파트, 아파트, 또는 하우스 

학교까지의 거리: 5-20 분 (도보 거리) 

알림: 1 개월 

보증금: 1개월 월세 
 

학생 아파트: 시설에 따라 1 개월 600 to 900 € 

아파트/하우스: 시설에 따라 1 개월 800 to 2000 € 

HAMEAU SAINT-MICHEL - 6월에서 8월이용가능–브로셔확인 

 

 

 

포함사항: 침실, 아침식사 제공, 물, 전기, 침구, 수건, Wi-Fi, 세탁 (유료), 매 주 청소, Wi-Fi, 멤버십. 

1 개월 이상 1일 2식 의무 – 1 개월 98 € 

학교까지의 거리: 2 분 (도보 거리) 

알림: 1 개월 

보증금: 130€ 
 

요청에 따라 단기간 숙박 가능 

개인 화장실 싱글룸: 1 개월 598 € 

공용 화장실 싱글룸: 1 개월 530 € 

개인 화장실 더블룸: 1 개월 470 € 
 
 
 

대학교 기숙사   6월에서 8월 이용 가능 – 브로셔 확인 

 

 

 

포함사항: 가구 완비 플랫 스튜디오 또는 침실, 침구, 수건, 청소 및 요리 기구, 세탁 (유료), Wi-Fi 

1 개월 이상 1일 2식 의무 – 1 개월 98 € 

학교까지의 거리: 20-30 분 (도보 거리) 

알림: 1 개월 

보증금: 100€ 

 Tonnelé, H. Boucher, Rabelais (플랫 스튜디오):1개월 475€  

 개인 화장실 싱글 룸 (C. Colomb): 1 개월 300€  

호텔 – 연중 이용 가능 – 브로셔 확인 

포함사항: 싱글 또는 더블룸 

인스티튜트까지의 거리: 5-10 분 (도보 거리) 

2성급 호텔: 아침식사 미제공 싱글룸 1박 75-90 € 

3성급 호텔: 아침식사 미제공 싱글룸 1박 95-120 € 

1, rue Grandière – BP 72047 – 37020 Tours Cedex 1, France Tel. +33 – (0)2 4705 7683 
contact@institutdetouraine.com 

www.institutdetouraine.com 
 

 요금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은 예약시 확인 가능합니다. 

 코스 등록 후 바로 숙소를 예약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하는 숙소를 예약이 모두 완료된 경우, 투렌 인스티튜트가 다른 옵션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