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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사말

L'EDIT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술활동

발견

교류 부산
꿈

프랑스

문화

여행

프로젝트
행복

한국

창조

프로젝트

공유

학문

부산 프랑스문화원 애호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새해의 첫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 싶습니다.

Bonne et heureuse année à toutes et à tous. Une année est passée, 
une page se tourne et une autre s'ouvre : avec vous !

Merci de votre sou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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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CULTURE 

고은사진미술관

MUSEE GOEUN 

고은사진미술관에서는 2013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월 26일까지 베르나르 포콩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Exposition Bernard Faucon du 9 novembre 2013 au 26 janvier 2014 au Musée Goeun de la Photographie

베르나르 포콩은 1950년 프랑스 압트에서 출생한 사진작가이자 미술가이다. 미장센 포토라 불리는 연출사진을 개척한 선구자적 아티스
트 중 한 명으로 1989년에 프랑스 국립 사진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베르나르 포콩은 1976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여 1995년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그의 작품 세계는 «현실에 기반을 둔 허구의 세계 »를 보여주는 일곱 개의 시리즈로 구성된다. 크리스티앙 코죨은
« 베르나르 포콩의 작품은 미장센의 의미와 사진의 허구성이 현실과 맺는 관계, 실제와 허구를 조정하는 사진의 힘을 탐색함으로써 시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한다 »고 평했다.

Bernard Faucon est un photographe et plasticien français né en 1950 à Apt. Il a été l'un des premiers artistes à explorer
les grandes mises en scène photographiques. Il a reçu le Grand Prix national de la photographie en 1989. Son œuvre, com-
mencée en 1976 et volontairement suspendue en 1995, s’articule en sept grandes séries de « fictions vraies », qui déclinent,
selon Christian Caujolle, « une approche du temps, qui explore le sens de la mise en scène, les tromperies de la photographie
dans sa relation au réel, sa manipulation du vrai et du faux. » 

La Dix-neuvième Chambre d'Amour 열 아홉 번째 사랑의 방



Chambre en Hiver 겨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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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스페이스

ARTSPACE

백근영 <신세계 新世界>展 
Exposition <Nouveau monde> par Keun Young, BAEK

4

백근영 작가의 이번 전시작품은 시·공간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미지의 조합을 통하여 가상과 현실의 모습을 공존화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표현하였다. 가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현실을 대체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현대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미지에 대한
이상향을 뜻한다. 백근영 작가는 동양화의 산수와 현대적인 건물의 이미지를 중첩하여 신비롭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현대의 압도
적인 풍경들과 다른 또 다른 신세계를 느껴보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

L’artiste s’intéresse à l'émergence d'un nouveau monde où le réel se mélange au virtuel dans l’espace et dans le temps. Ce
monde remplacera-t-il à terme notre monde réel ? Est-il en fait un monde nostalgique et mystérieux que les hommes con-
temporains façonnent inconsciemment en rêve ? L’insertion d’images de bâtiments modernes dans des tableaux de peinture
orientale classique nous fait pénétrer dans un univers inhabituel et original. Ces paysages surprenants permettent au public
de réfléchir à ce sujet.

전시기간 2014. 1. 9 (목) – 1. 28 (화)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오프닝리셉션 2014. 1. 9 (목) 17:00
장소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문의 051.746.0342

Du 9 au 28 janvier 2014
De 10H00 au 18H00(fermé le lundi)
Vernissage : jeudi 9 janvier, 17h
Lieu : Alliance française ART SPACE (Haeundae)
Renseignements : ☎ 051.746.0342

백근영(KeunYoung Baek)
동아대학교 회화과 동양화 전공 졸업 및 同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과정 재학 중

Biographie KeunYoung Baek
En doctorat  en Peinture orientale, Université Dong A de
BUSAN
Maitrise en Peinture, Université Dong A de BUSAN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2014년 1월, 2월 전시소개

EXPOSITIONS ART SPACE JANVIER-FÉVRI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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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매체들의 등장으로 즉각적인 정보의 획득과 소통이 빨라졌지만 현대인들은 경험하는 실재의
삶보다 온라인 속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간다. 많은 이들과 각종 정보들이 북적거리는 SNS와 포털 사이트 속에서 개인의 정체
성 확립은 어려워진다. 최해인 작가는 이번 전시 작품에서 생동감이 없는 주인공들을 무대 위에 배치하여 멈춰진 이미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낯선 모습을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

Avec le dé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il est facile d’obtenir
des informations ou de communiquer rapidement. Plus à l’aise dans le monde virtuel que dans le monde réel, noyé
sous un flot continu d'informations, submergé par les réseaux sociaux et internet, l'homme moderne semble avoir de
plus en plus de mal à trouver son identité.  L’artiste dévoile cette vérité, proposant à travers ses tableaux des images
arrêtées de notre monde actuel, où son personnage semble inanimé et figé. 

전시기간 2014. 2. 6 (목) – 2. 25 (화)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오프닝리셉션 2014. 2. 6 (목) 17:00
장소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문의 051.746.0342

Du 6 au 25 février 2014
De 10H00 au 18H00(fermé le lundi)
Vernissage : jeudi 6 février, 17h
Lieu : Alliance française ART SPACE (Haeundae)
Renseignements : ☎ 051.746.0342

최해인(Hae-In Choi)
울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Biographie Hae-In Choi
Diplôme universitaire en Peinture, Université ULSAN

최해인 <Vision Machine>展 
Exposition < Vision Machine > par Hae-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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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행사들

EVENEMENTS PASSES 

문화

CULTURE

2013년 10월 5일 부산 국제영화제 프랑스인의 밤
La soirée française du BIF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 5 octobre 2013

2013년 11월 3일 제레미 쥬브-조현미 클래식 기타-바이올린 듀오콘서트
Le concert de Guitare et de Violon de Jérémy Jouve et Jo Hyeon Mi à Busan le 3 novembre 2013



7ⓒ박주현

2013년 11월 29일 고은사진미술관에서 2013보졸레 누보행사를 성황리에 치뤘다.
한국예술학교 재학중인 이주호-강은혜 두 무용수가 찬조 출연해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La soirée Beaujolais Nouveau 2013, au Musée Goeun de la Photographie, avec les
danseurs LEE Joo-ho et KANG Eun-hye le 29 novembre 2013. 

작가이자 또 7편의 영화 제작자, 5회의 전시회를(그 중 최근 루브르박물관 전시) 기획한
다방면의 예술가인 쟝-필립 뚜생과의 만남이 2013년 11월 25일 동아대학에서 개최되었다.

La rencontre avec l'écrivain, Jean-Philippe Toussaint à l'Université Dong-A, le 25 novemb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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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에 빌렌느

L'Ille et Vilaine 

브르타뉴 4곳 중 한 지역으로 중심도시 렌느Rennes로 합류하
는 일l’Ille 과 빌렌느Vilaine강의 이름을 따 명명한 도département

이다. 오래된 중세거리와 트란스 뮤지컬같은 고유의 예술축제들
로 생기 넘치는 그 거리들과 멋진 생활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
껏 즐겁게 할 것이다.

관광

TOURISME

Un des quatre départements bretons trouve l'origine de son
nom dans les deux rivières le traversant : l'Ille et la Vilaine qui
se rejoignent à Rennes, la capitale bretonne. Ses quartiers an-
ciens médiévaux et animés, ses festivals emblématiques et
artistiques tels les Transmusicales et son cadre de vie élégant
vous enchanteront.

Embarquez pour une croisière sur la Vilaine. Au fil de l'eau,
vous aurez l'occasion d'apprécier les villages fleuris et les char-
mants petits ports fluviaux. Romantique, vous traverserez les
écluses intemporelles jusqu'à Redon, au sud-ouest du dé-
partement, charmante petite ville. Ici, visitez le Lycée Saint-
Sauveur, merveilleuse architecture d'une ancienne abbaye
bénédictine fondée en 832. 

Au nord du département, âme de marin, vous aimerez la
ville close de Saint-Malo et ses remparts qui défient la mer,
avec son fabuleux spectacle des grandes marées, les plus
grandes d'Europe. Vous flânerez autour des ports de plaisance
où règne une intense activité. 

Attablé à une terrasse du port de Cancale, profitant de l'air
iodé et d'une assiette de ses fameuses huîtres, vous aurez une
magnifique vue sur la Baie du Mont-St-Michel. 

A l'ouest, la forêt de Paimpont, s'étendant sur une surface
de 19 500 ha, abrite, dit-on, Broceliande et le Théâtre de la lé-
gende du Roi Arthur, que vous vous laisserez conter par un
guide-conteur professionnel. Envoûtement assuré ! 

N'oubliez pas la cité de Vitré qui, à l'est du département,
célèbre Madame de Sevigné (1626-1696), grande dame
curieuse, cultivée et généreuse, et ses lettres, joyaux de la lit-
térature française.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부산 프랑스문화원는 격월 매거진
각호에 프랑스의 각 지역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아르데슈,
아베이홍 샤랑트-마리팀지역 지역에 이어 이번 호에는 오뜨
-브르타뉴지방의 일 에 빌렌느를 소개합니다.

Le magazine France Busan vous propose à chaque édition
de découvrir un département français. Après l'Ardèche,
l’Aveyron, la Charente-Maritime voici l'Ille et Vilaine en
Haute-Bret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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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Trans Musicales
Nées d'une volonté de faire rencontrer au public rennais les

artistes de sa propre ville, les Rencontres Trans Musicales of-
frent chaque année, depuis 1979, une exploration des grandes
tendances françaises. La philosophie du festival se concrétise
par un travail de défrichage et une promotion de toute expres-
sion artistique novatrice au travers d'une action culturelle évo-
lutive.

Incontournable : les Trans Musicales

Musiques hypnotiques et futuristes

du 4 au 8 décembre 2013 à Rennes

Site web : www.lestrans.com

Colombe Laforêt, AF Daegu

빌렌느지역을 유람선을 타고 둘러본다면 강가의 아름다운 작
은 항구도시들과 꽃으로 뒤덮인 작은 시골마을들에 매료될 것이
다. 세월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여전한 운하를 따라 유람선을 타
고 작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는 레동redon마을까지 가보자. 정말
로맨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레동마을의 성-소베르 고
등학교를 방문한다면 832년 지워진 베네딕도 수도원의 훌륭한 건
축양식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북쪽에는 바닷가 항구도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바닷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생-말로의
성곽도시에 매료될 것이다. 이 곳에서는 특히 유럽 최대의 조수간
만의 장관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며 도시 곳곳에 활발히 움직이는
해양 스포츠 항을 한 껏 구경할 수 있다

캉칼Canclae항구의 어느 식당 테라스에서 바다내음을 맡으며
그 유명한 굴 한 접시를 음미하며 몽-생-미셀 Mont-St-Michel만
을 바라보는 것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이 지역 서쪽으로는 뺑퐁painpont숲이 19 500헥타에 이르기까
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일명 브로셀리앙드 혹은 아더왕의 전설같
은 연극작품의 배경으로 유명하여 전문 가이드들이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 가이드들의 언변에 여
러분은 어느새 영화작품 혹은 연극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지역 동쪽에 위치한 비트레 Vitré도시 또한 놓쳐서는 안 되
는 곳이다. 호기심과 교양이 넘치며 당 대 아주 관대한 성격의 드
셰비네부인 Madame de Sevigné (1626-1696)이 지냈던 곳이며
그녀의 독특한 서간문체는 프랑스 문학사상 자주 회자되고 있다.

트란스 뮤직축제
렌느지역 출신 아티스트의 아이디로 1979년 출발한 트란스 뮤

직축제는 매년 프랑스 최신 음악의 큰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 축제는 진보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의 추구
와 개척을 그 철학이념으로 깔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필수 관광 아이템 : 트란스 뮤직축제les Trans Musicales

몽환적이면서도 신세대 최신의 음악경향

일시 : 2013년 12월 4-8일, 렌느시

공식사이트 : www.lestrans.com

글 - 대구 알리앙스프랑세즈 - 꼴롱브 라포레



메디아테크 신착자료

MEDIATHE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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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필립 뚜생작 2002년 출간, « 사랑하기 »
"Faire l'amour" - 2002 - Jean-Philippe Toussaint

« 사랑하기 »는 사랑하는 자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이다. 비내리는 토쿄, 한 호텔 옥상의 화려한 수영장, 마리의 눈물
등 작가는 이별의 막바지에 선 연인들로부터 사랑의 부드러움, 난폭함, 잔인함을 다양한 몸짓과 시각으로 엮어내고 있
다. 본인과 타인 모두의 상실감, 토쿄의 이국적이면서도 불안한 차가운 아름다움을 이별의 무대배경으로 설정하여 초현
실주의적이면서도 아방가르드 성향의 일본에서 자신본연으로의 회귀를  하는 주인공을 만나게 한다.

Faire l’amour est le récit d’une rupture amoureuse. La pluie de Tokyo, le miroitement d’une piscine sur
le toit d’un hôtel, les larmes de Marie. Jean-Philippe Toussaint tisse les gestes et les regards d’un amour
qui se défait, leur tendresse, leur violence, leur crudité. Il dit tout de la perte, de soi comme de l’autre,
dit la beauté froide et inquiétante, étrange de Tokyo, cadre d’une rupture et d’un retour à soi dans un
Japon surréaliste et avant-gardiste.

쟝-필립 뚜생작 2005년 출간, « 도망치기 »
"Fuir" - 2005 - Jean-Philippe Toussaint

« 도망치기 »는  « 사랑하기 »의 후속 판이다. 포스트-모던 성향속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변화를 이야기한다. 성공
한 디자이너 마리의 사업 차 상하이에 도착한 화자는 수상쩍은 장 지양지와 그의 연인 리 퀴로부터 배웅을 받는다.
그는 상하이에서 엘바섬을 거쳐 북경에 이르기까지 중국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작품을 통해 쟝-필립 뚜생은 변화무
쌍한 사랑의 관계를 부드러운 아이러니속에서 잘 묘사해내고 있다.

"Fuir" est le prolongement de "Faire l'amour." C'est une variation sur le thème du voyage dans une version
post-moderne. Envoyé à Shanghai pour le compte de Marie, créatrice de mode à succès, le narrateur
est accueilli par Zhang Xianghzi, chargé d’affaires aux relations douteuses, et Li Qi, sa compagne. Il se
trouve alors entraîné dans un périple à travers la Chine et le monde, de Shanghai à Pékin, en passant
par ... l'Ile d'Elbe. A travers ce récit, Jean-Philippe Toussaint esquisse avec une  douce ironie les contours
d'une relation amoureuse tourmentée. 

« 설국열차 » 2013년, 쟝-마크 로쉐뜨, 쟈끄 로브, 벤자멩 르그랑 작
"Le Transperceneige" - 2013 - Jean-Marc Rochette, Jacques Lob, Benjamin
Legrand

기상이변에 이은 미래의 한 빙하기, 살아남은 인간종족들은 끝없이 돌고 도는 거대한 기차 속에 갇혀버린다.  이 연작의
첫 작품은 1984년-2000에 출간되었으며 1985년 앙굴렘 만화축제에서 수상하였으며 2013년 한국의 봉준호감독에 의해
영화로 각색되어 대성공을 이루었다. 

Dans un futur glaciaire, suite à un cataclysme climatique, les survivants de l'espèce humaine sont en-
fermés dans un train gigantesque qui roule éternellement. Le premier album de cette série, édité entre
1984 et 2000, a été récompensé au Festival d'Angoulême de BD de 1985. La BD est devenue en 2013
une superproduction coréenne, ayant été adapté au cinéma par le réalisateur coréen Bong Joon-ho.

« 책이란 우리 마음 속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이어야 한다 »- 카프카   

"Un livre doit être la hache qui brise la mer gelée en nous." Kafka, cité par J.P. Tousssaint, dans "L'urgence et la patience".

작가 장-필립 뚜생-« 위급과 인내 »라는 책에서 언급

인용 La citation

도서 LE LIVRE

만화 LA BD   

도서 LE L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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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CCORD

- 프랑스 파리 레 그랑 불바르(les Grands Boulevard
s)에 위치한 어학원에서는 년 중 쉬지 않고 불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개의 교실을 갖추고 있는 이 곳 어학원에는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

적을 가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집중코스 6반 및 8 단계로 구성된 다양한 수준별 과정에서 수학

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 www.french-paris.com

- 생 니콜라(Saint Nicolas) 캠
퍼스에서는 13세 –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6세 – 12세 또는 13세 – 16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 www.paris-junior.com

특이사항

- FLE(Le fr
ançais lan

gue étran
gère,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 라벨 보유

- 캠퍼스 프랑스Campus Franc
e(프랑스 유학 교육 진흥원) 회원

- 각 수업당 단일 국가 학생의 수가 12% 이상 차지하지 않음.

- 년 중 진행되는 8 단계로 구성된 다양한 수준별 과정의 프랑스어 강좌개설

맨체스터의 ACCORD

- 영국문화원(British cou
ncil)이 인정한 어학원으로 일반 영어 회화수업과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영어 수

업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 www.learnbus
inesseng

lish.co.uk

특이사항

- 영국문화원(British coun
cil)이 인정한 어학연수 교육기관

- 각 수업당 단일 국가 학생의 수가 12% 이상 차지하지 않음. 

- 각 수업당 평균 6-7명 정원으로 진행.

1988년 설립 이후 ACCORD는 프랑스 파리 두 곳 및 영국 다섯 곳에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CCORD-ISS

- 영국의 남쪽 해안지역 이스트본(eastbo
urne)에

 위치해 있으며 총 4개의 어학원에서 풀코스(어학+체

험+견학) 과정으로 다 포함되어있는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 곳에서 8세

– 16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에서는 16세 이상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 www.isschoo
l.co.uk

특이사항

- 영국문화원(British cou
ncil)이 인정한 교육기관

전체 유의사항

어느 지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더라도 프로그램 상세정보, 숙소관련, 수업내용 관련 문의 사항이 있

으신 분은 다음 공식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info@accord-
iss.com

라는 코드를 제시하시고 저희에게 직접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발음 17h30  18h30 1h 7h 수 47,000 49,000 초급 200 - 400 A1/A2

문법 12h30  14h30 2h 12h 목 80,000 84,000 초급 300 - 400 A1/A2

프랑스문화강좌 (영화/문학) 11h00  12h30 1h30 9h 목 77,000 81,000 모든수준

프랑스여행 19h00  21h00 2h 6h 금 63,000 66,000 모든수준

TCF준비 09h30  11h30 2h 12h 목 103,000 108,000 레벨테스트거쳐야함 A2/B1 

DELF A2 09h30 11h30 4h 28h 화목 187,000 196,000 레벨테스트거쳐야함 A2 

DELF B1 09h30 11h30 4h 28h 화목 187,000 196,000 레벨테스트거쳐야함 B1

DELF B2 11h30 13h30 4h 28h 화목 187,000 196,000 레벨테스트거쳐야함 B2

09h30  11h30 2h 12h 목 103,000 108,000 고급 800 부터 B1/B2

시사불어번역 10h00 12h00 2h 14h 토 94,000 98,000 중급 600 부터 B1/B2

중급회화 12h30  14h30 2h 12h 금 80,000 84,000 중급 500 부터 A2/B1

중급회화 10h00 12h00 2h 14h 토 94,000 98,000 중급 500 부터 A2/B1

고급회화 18h30  21h00 5h 37h30 월수 250,000 262,500 고급 1400 부터 B2/C1

12-16세 불어반 nv3 10h00  12h00 2h 14h 토 147,000 154,000 초급3 (2003년-1999년 출생자)

6-8세 불어반 13h00  14h30 1h30 10h30 토 110,000 115,500 입문 (2009년 -2007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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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코스

COURS

아뜰리에 / ateliers

토요강좌 / cours du samedi

2014년 1월 - 2월 학기 Session de Janvier-Février 2014 (1월 4일 ~ 2월 25일) 12월 16일부터 등록시작

초급강좌 / français débutant 

*수강료 1 : 8월 23일까지 수강등록시 5%할인 **수강료 2 : 8월 24일부터 수강등록시 정상가

중급회화 / français intermédiaire

수강코드 시간 주당시수 총시수 요일 수강료1 수강료2 수업진도 DELF

고급회화 /  français avancé

INT 700-800 A 15h00  17h30 12h30 85h 월화수목금 494,000 520,000 B1

INT 900-1000 A 15h00  17h30 12h30 85h 월화수목금 494,000 520,000 EchoB1.1 (5과 - 12과) B1/B2

INT 1100-1200 A 15h00  17h30 12h30 85h 월화수목금 494,000 520,000 EchoB1.2 (1과 - 8과) B1/B2

1100 S 18h30  21h00 5h 35h 화목 211,000 222,000 EchoB1.2 (1과 - 4과) B1/B2

1400 S 18h30  21h00 5h 35h 화목 211,000 222,000 Echo B2 (1과 - 4과) B2

*프랑스여행 수업은 1월 24일에 수업종강합니다.
*아동수업(6세-8세 불어반)은 문의주세요(개설미정)

INT 100-200 A 15h00  17h30 12h30 85h 월화수목금 494,000 520,000 Amical (0과 - 24과)

100 M 09h30  11h3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Amical (0과 - 12과)

100 S 19h00  21h0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Amical (0과 - 12과)

200 M 09h30  11h3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Amical (13과 - 24과)

200 S 19h00  21h0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Amical (13과 - 24과)

INT 300-400 A 15h00  17h30 12h30 85h 월화수목금 494,000 520,000 EchoA1 (1과 - 12과) A1

300 M 09h30  11h3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Echo A1 (1과 - 6과) A1

300 S 19h00  21h0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Echo A1 (1과 - 6과) A1

400 M 09h30  11h3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Echo A1 (7과 - 12과) A1/A2

400 S 19h00  21h00 6h 42h 월수금 244,000 257,000 Echo A1 (7과 - 12과) A1/A2

INT 500-600 M 09h30  12h00 12h30 85h 월화수목금 494,000 520,000 Echo A2 (1과 - 8과) A2

500 S 18h30  21h00 5h 35h 화목 211,000 222,000 Echo A2 (1과 - 4과) A2

600 S 18h30  21h00 5h 35h 화목 211,000 222,000 Echo A2 (5과 - 8과) A2

700 S 18h30  21h00 5h 35h 화목 211,000 222,000 Echo A2 (9과 - 12과) A2/B1

S 100 13h00  16h00 3h 21h 토 135,000 142,000 Amical (0과 - 6과)

S 150 13h00  16h00 3h 21h 토 135,000 142,000 Amical (7과 - 12과)

S 200 09h30  12h30 3h 21h 토 135,000 142,000 Amical (13과 - 18과)

S 250 13h00  16h00 3h 21h 토 135,000 142,000 Amical (19과 - 24과)

S 300 13h00  16h00 3h 21h 토 135,000 142,000 Echo A1 (1과 - 4과) A1

S 350 13h00  16h00 3h 21h 토 135,000 142,000 Echo A1 (5과 - 8과) A1/A2

S 400 09h30  12h30 3h 21h 토 135,000 142,000 Echo A1 (9과 - 12과) A1/A2

EchoA2 (9과 - 12과)
Echo B1.1 (1과 - 4과)

실무불어
(이력서 및 지원동기서작성)



차기 시험 안내

EXA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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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DELF-DALF / TCF 시험일정

2014년 부산프랑스문화원 차기 시험 안내

일정 해당시험 시험 일자 시험등록기간 시행처

TCF
TCF (일반) 1월 26일 일요일 2013년 12월 23일~2014년 1월 4일 서울

TCF (일반) 3월 29일 토요일 2014년 2월 18일~3월 4일 부산

DELF A1, A2 
3월 1일 토요일

서울, 부산

(일반 및 주니어)⁎
3월 2일 일요일

대전, 광주

3월 DELF DALF DALF C1⁎⁎ 2014년 1월 20일~2월 5일 서울

DELF B1, B2 3월 15일 토요일 서울, 부산

(일반 및 주니어)⁎ 3월 16일 일요일 대전, 광주

TCF TCF (일반) 6월 28일 토요일 2014년 5월 20일~6월 3일 부산

DELF A1, A2
5월 17일 토요일

서울, 부산

(일반 및 주니어)⁎
5월 18일 일요일

대전, 광주

5월 DELF DALF DALF C2⁎⁎ 2014년 4월 7일~23일 서울

DELF B1, B2 5월 31일 토요일 서울, 부산

(일반 및 주니어)⁎ 6월 1일 일요일 대전, 광주

TCF
TCF (일반) 9월 21일 일요일 2014년 8월 18일~29일 서울

TCF (일반) 11월 22일 토요일 2014년 10월 14일~28일 부산

DELF A1, A2 
11월 1일 토요일 

서울, 부산

(일반 및 주니어)⁎
11월 2일 일요일

대전, 광주

11월 DELF DALF DALF C1⁎⁎ 2014년 9월 22일~10월 8일 서울

DELF B1, B2 11월 15일 토요일 서울, 부산

(일반 및 주니어)⁎ 11월 16일 일요일 대전, 광주

TCF TCF (DAP) 12월 21일 일요일 2014년 11월 17일~28일 서울

(⁎) 중, 고등학생과 그 나이에 준하는 응시자는 주니어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달프시험 내용의 특성 및 난이도가 높은 관계로 고등학생 이상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령미달 응시자들은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델프/달프 시험은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토요일-청취, 작문, 독해, 일요일- 구술)

2013년도 응시료(참고용)

DELF
DELF A1 100 000 Wons DELF A2 120 000 Wons

DALF
DELF B1 150 000 Wons DELF B2 180 000 Wons

DALF C1 250 000 Wons DALF C2 265 000 Wons

TCF
200 000 Wons – 필수
85 000 Wons – 각 선택시험(작문/구술)

TCF DAP 250 000 Wons – 다지선택형(QCM) +작문 ( 둘 다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