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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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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