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인 불어 학교를 선택해야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알파인 불어 학교는 아름다운 프랑스 알프스지방에 자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학교를 모태로 창의적인
학교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및 편리한 교통: 모자인은 프랑스 알프스 지방에 있는 아름다운 산간 마을입니다. 또한 이 마을은 제네바 공항/열차역으로부터 1 시
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친절한 커뮤니티 및 프랑스 제도: 따뜻하게 학생들을 환영해줄 지역 커뮤니티 및 친절한 프랑스 교육제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학교: 정식 인가된 학교로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다국어가 가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이 있
습니다.



CELTA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현대스타일의 교습법 운영: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면서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식입니다.



다양한 활동교육 제공: 최상의 야외활동 기회, 근거리에서의 스포츠 활동, 마을에서의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일반 불어과정
기본 집중과정
불어 워크샵과정
1:1 불어과정

최고 집중과정
비즈니스 불어과정
DELF/DALF/TCF 시험준비 과정

활동 및 불어과정
불어 + 스키강습
불어 + 등반강습
불어 + 자전거강습
불어 + 패러글라이딩강습
불어 + 문화융합

불어 + 스노우보드강습
불어 + 등산강습
불어 + 산악자전거강습
불어 + 워터스포츠강습

청소년 여름 불어프로그램
포함 프로그램:
아침 불어강좌
놀이 언어활동
전일 숙식
선택과정+산악자전거/1:1 불어레슨
오후, 저녁 및 주말 스포츠/레져활동 및 견학
제네바 공항/토논(Thonon) 기차역 왕복 이동
일정: 2014 년 6 월 28 일~2015 년 8 월 8 일
숙박
불어권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4 성급 호텔 럭셔리 패키지
개인식사 해결 스튜디오형 또는 아파트형
수강했던 학생들의 평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수업과정을 즐겁고 다양하고, 학생들이 즐
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과정의 틀은 정해져 있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수업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유연하게 수
업내용을 주정도 해주시기에 저는 본 과정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넬리에 샤펠(Annelie Chappell)
“저는 번역과정을 수강하였었는데 수업의 매 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상당히 저로하여금 많은 노력을 요하였지만 또한 해냈을 때의 보람과 배
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저는 본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베카 몰트하우스(Rebecca Malthouse)
“본 과정의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최상의 경험이었습니다!” 타다그 라이언(Tadhg Ryan)
지원방법
직접지원: 이메일 info@alpinefrenchschool.com 또는 전화 +33 610 401 092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www.alpinefrenchschool.com/booking-form
알파인 불어학교는 여러분의 지원서에 대하여 24 시간내에 답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