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로 열려있는 

프랑스 교육



22

2

3

4

5

7

9

10

12

14

16

17

18

19

목차 학교장의 인사말 ..............................................................................

서울 프랑스학교 소개 / 서울 프랑스학교의 6가지 장점 .................

기초 학력 .........................................................................................

유치원 ..............................................................................................

초등학교 ...........................................................................................

불어 집중반 ......................................................................................

두 가지 영어 교육 과정 ....................................................................

중학교 ..............................................................................................

고등학교 ...........................................................................................

명문대학으로의 진학 .......................................................................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 (PROZAP) .......................................

방과 후 활동 (AES) ..........................................................................

주요 날짜 / 입학절차........................................................................

친애하는 학부모님,

서울 프랑스 학교(LFS)에서는 야심 차게 다문화적인 다국어 
교육을 계획 중인 부모님들의 자녀 만 3세-만 18 세 학생들에게 
프랑스 정규 교육 및 국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프랑스 학교는 프랑스 교육부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인 평등과 비종교를 바탕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프랑스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재외 프랑스 
교육기관 (AEFE)과 협정을 맺은 140 개국에 위치한 540 개 학교에 
속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이 활발한 네트워크로 인해 학생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의 각종 대회 및 많은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프랑스학교 프로젝트: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계획을 함께 수행하며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활력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학교의 벽을 
넘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협력 사회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함께하고 깨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runo HIRM-MARTIN
학교장, 2017년 취임

함께
성장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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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법 
프랑스의 소중한 문화인 논증의 능력 및 

평론적인 사고력을 발전시킴

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종 대회 및 국제 

회견에 참여하고 세계 최대 규모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재외 프랑스 교육기관 (AEFE) 회원

근대성
모든 연령대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용 공간을 
갖춘 신축 그리고 리모델링된 건물과 2019
년 새로운 기술 (3D 프린터, 로봇 등)을 갖춘 

'Fab Lab' 개시

학생

명

교직원

공식 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교육부로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인가를 받은 학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보장

다국어 
두 개의 영어 교육 과정과 한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라틴어를 통한 풍성한 프랑스 

교육

국제성
바칼로레아 학위증은, 프랑스 및 전 세계 
유수한 명문대학교의 모든 학문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허가증

서울 중심의 새롭게
증축한 학교

서울 프랑스학교
소개 학교 설립 

년 

학부모 협회에서 
선출된 
명의 대표 개

국적의 학생들

명

바칼로레아 국가고시

학위증 취득

% 

이상 표준 이상 우수한 성적
(“mentions”)으로 졸업

비프랑스어권 학생들을 
위한 불어 집중반

학급 
개 

학교와의 네트워크 

세계 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개 미국 국제섹션 
(SIA) 개설 

년

서울 프랑스학교의 
6가지 장점

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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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력

만 3세 만 6세 만 9세 만 12세 만 15세 만 16세

영
역

 1
영

역
 3

영
역

 5

영
역

 2
영

역
 4

네 가지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 
• 프랑스어 
• 외국어 또는 지역 언어 
• 수학적, 과학적 그리고 전산적 언어 
• 예술과 신체적인 언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교육합니다 : 
• 사회생활, 집단 활동 및 시민권에 
대한 교육
• 도덕 및 시민의식 교육
•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교육

지리적 공간과 역사의 시대에 대한 
인식 개발 :
• 시대와 공간에 따른 사회에 대한 이해
• 인간 문화 제작에 대한  해석
• 세계 현대 사회에 대한 지식

개인 또는 단체로 학교 내에서 아니면 
외부에서의 학습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 방법
• 디지털 도구 사용법
• 단독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 학습 편성  능력

지식, 기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초 학력
기초 학력은 프랑스 교육부의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5 가지 학습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6 세에서 만 16 세 사이의 학생들의 의무 
교육이 끝날 때까지 습득하여야 하는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정의합니다

수학,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 
•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인 
접근
• 호기심과 관찰력의 향상
• 문제 해결 능력의 발전 

To consult the full legislative text : 
decree n°2015-372 of March 31, 
2015, published in the Official 
French National Education Bulletin 
(B.O.EN) n°17 of April 23, 2015.

만 6세

만 16세

생각하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 :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쓰기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또는 
독일어도 배웁니다. 원어민 교사는, 
언어의 지속적인 연습과 독서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또한 
수학적 그리고 예술적인 전문 언어에도 
입문하게 됩니다. 

훌륭한 인격과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 : 
학생들은 생활의 규칙,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배웁니다. 학급 대표 선출,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프랑스학교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 
습득에 기여합니다. 

세계와 인간 활동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은 역사와 지리를 습득하고 세계 
문화적 관습과 전통을 배우며 시대와 
공간 속에서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을 위한 방법과 도구: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 구성하고 개인 

또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수업과 과제를 통해 
익히게 되는 학습 방법과 수단들은 차후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와 공학: 
학생들은 수학, 과학 그리고 공학에 

대한 지식을 개발해 나갑니다. 지구와 
우주에 대한 연구, 문제 해결에 대한 

수련, 생물 또는 화학 실험 그리고 
공학 요소들을 통해 학생들은 동시에 

다양하고 선진적인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기 1

PS, MS, GS 
유치원 1, 2, 3 학년

CP, CE1, CE2 
초 1, 2, 3 학년

  CM1, CM2, 6ème 
초 4, 5 학년, 중 1학년 

5ème, 4ème, 3ème 

중 2, 3, 4학년
Seconde
고 1학년

 Première, Terminale 
고 2, 3학년

주기 2 주기 3 주기 4 결정주기 마자막주기

Brevet 중학교 졸업시험
Baccalauréat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

프랑스 교육은 PS에서 3ème까지 3년을 주기로 나뉘어 있고 CP부터 
3ème까지는 습득하여야 할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바른 태도를 습득하여 개발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중학교 4학년 학기 말에는 첫 학위증을 받게됩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를 진학며 진로 선택을 하고 바칼로레아 학위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다음 프랑스 또는 전 세계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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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영어와 
한국어는 보완적 언어
PS부터 세 가지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프랑스어는 학습의 
주요 언어이자 교육의 우선 목표입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게임, 노래 그리고 독서등을 30분씩 번갈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유치원 3학년 학생들은 영어를 학습을 위한 언어로 특히 체육이나 
예술과 같은 일부분의 교육에 사용하며 미국 국제섹션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 프랑스학교는 입학하는 해에 만 3세가 되는 PS 학생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해 2.5세 학생들을 위한 유아반(TPS)이 개설되어 있어 그다음 
해 유치원 1학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1 월에서 6 월 사이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 학생들의 입학은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Baccalauréat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

학생들은 매일 여러 작업을 개인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공동작업으로 
협력하며 예술, 세계 탐험, 산수, 영어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단체 생활의 교칙을 
준수하면서 성장하고 자립심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 3세-만 5세* 4 학급 

* PS : 유치원 1학년, MS : 유치원 2학년, GS : 유치원 3학년 

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원어민 교사 2명

유
치

원
 기

본
 일

과

8:30 - 등교
- 언어 (20 분) 
- 휴식시간 (20 분) 
- 운동 (30 분) 
- 산수 (20 분) 
11:15 점심 식사 후 휴식 
12:15 수업 시작 
- 세계 탐험 (20 분) 
- 미술 (20 분) 
- 휴식 (20 분) 
- 외국어 (30 분) 
15:15 하교 

유치원
PS, MS,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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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 학습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언어를 익히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
학생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대문자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에는 필기체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동시, 동요 그리고 놀이를 
통한 여러 활동의 도움을 받아 어휘를 익히고 문장을 구성하며 표현의 
질과 언어 구사력을 풍부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읽고 쓰고, 알파벳의 근원을 익히고 , 소리와 
문자 사이의 음운을 인식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유치원은 언어 
쓰기 학습을 시작하고 CP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배우게 되는 
읽기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행동, 표현, 이해 : 
학생들은 매일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균형감각, 공간지각력 그리고 
거리 감각을 습득하게 되고 자신의 제스처와 방향감각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은 실질적인 운동 발달 외에도 수학과 언어 
학습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술 활동을 통한 행동, 표현, 이해 :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 콜라주, 색칠하기를 하면서 재료와 색상, 
모양과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작업은 다른 교육 과정과 
연결됩니다 : 예를 들어, 곡선, 원 또는 사선 그리 그래픽 연습은 글자 
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3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지 전 필수 과정으로 
그래픽 그리기 제스처를 잘 습득하여 초등학교 과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필기체 쓰기를 배우게 되는 입문 단계입니다.

조직화된 사고력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수단 : 
학생들은 숫자와 모양 그리고 크기를 인식하고 수를 세고 수량과 
물체를 비교하며, 더하고 빼는 법을 배웁니다. 
PS (유치원 1학년)부터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만들어 다양한 사고 
작용을 실행할 수 이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어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유치원 과정 전반에 걸쳐 전념하는 중요한 부분은 분해하고 조작하면서 
숫자의 구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CP (초 1학년)에서 기본 
수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하고 학습하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세계 탐구 : 
학생들은 공중 위생, 가족, 도시, 시골, 동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 같은 
테마별 주제로 한 해 동안 진화하며 매일 다양하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서울 프랑스학교는 유치원의 학년을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S과 MS 합반 또는 MS과 GS  합반은 연장자의 활동에 자극을 받는 
어린 학생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연장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프랑스 교육시스템에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편성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더 잘 고려하여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필요에 따라 수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편성의 또 다른 
장점은 학급의 여러 그룹의 진도와 작업에 따라 소수의  학생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S학생들이 낮잠을 자는 오후 시간에 MS학생들은 교사의 
모든 관심을 받으며 소규모 그룹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낮잠 
낮잠 시간은 조용하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침구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서 시기와 필요에 따라 약 2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학생 생활 
지도 교사가 낮잠을 자는 동안 학생들의 편안한 잠자리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등 세심하게 보살피고 온화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Marjorie BOUSSARD,
유치원 초등학교 교장, 
2017년 취임

"우리는 프랑스 문화, 특히 프랑스어와 교육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지만 서울 프랑스학교의 교육 철학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학교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율성과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프랑스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프랑스어에 능통하지는 않지만 (2개 
원전에 입학함) 친구 나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은 학교에 매우 만족합니다."
Christopher C.,Sunjay (PS)의 아버지.

학부모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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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지식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매일 
다양한 수업을 합니다. 프랑스어의 구사와 작문 능력은 수학, 과학, 
역사-지리, 예술 및 체육 교육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초등 교육의 
우선순위입니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로부터 언어 교육을 받습니다. 
• 영어는 적응 및 강화 섹션 PARLE 에서 매주 3-4 시간, 미국 국제섹션 
SIA에서는 매주 7-10 시간씩 학습합니다. 
• 한국어는 매주 1-2 시간 학습합니다. 

프로젝트는 언어를 테마와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구성되어 있습니다. 

*CP : 초등학교 1학년 
CE1 & CE2 : 초등학교 2, 3학년 
CM1 & CM2 : 초등학교 4, 5학년 

만 6세-만 10세* 9 학급 

7

초등학교
CP, CE1, CE2, CM1, CM2*

교사 1명 
원어민 교사 2명

초
등

학
교

 기
본

 일
과

 

8:30 - 외국어 

9:30 - 수학 

10:15 - 휴식시간 

10:30 - 체육 

11:30 - 프랑스어 

12:00 - 점심 식사 후 휴식 

13:00 - 도서관 

14:00 - 휴식시간 

14:20 - 과학 

15:15 - 하교 

우리 아이는 어떤 학년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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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추천 후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학생은 
교내 학습 시간 내에 또는 그 외 시간에 보충 
수업(APC)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충수업은 
학생에게 필요한 공부를 개인에게 맞게 또는 
자율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며 
해당 학년의 교과수업을 잘 따라가고 기초 
학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학교 프로젝트의 특정한 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보충 수업
(APC) 

교외 활동 및 수학여행 
수학여행과 교외활동은 사회성과 학습을 위한 훌륭한 원동력입니다. 교사는 몇 주 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진행 중인 학습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외활동을 
준비합니다. 매년 각 학급은 일주일 동안 한국의 특정지역을 견학하거나 며칠에 걸쳐 서울 
나들이 또는 외부활동에 참여하여 단결심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꼭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강력히 권장하고 학생들 또한 매우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서울 프랑스학교의 교육 
수준, 특히 교사가 모두 원어민인 
영어 교육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온 아들 
Gaspard가 학업에 뒤처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몇 주 동안에 적응 
기간이 지나자 Gaspard는 빠르게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과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진정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 
Delphine F., Gaspard (CM1)의 어머니

학부모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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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응반 

학기 초 불어 집중반 학생들은 주어지는 지침을 이해하고 어휘를 
배우며 간단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게임, 노래, 미술, 독서, 연극, 및 프랑스 문화의 입문을 통해 
학생은 언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로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보충수업(APC)을 통해 정규반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을 
자신의 진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어 집중 반에서 보내는 시간은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되며, 
학습 진행 상황은 불어 집중반 교사와 정규반 교사가 합의하여 학생이 
두 반 모두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학생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프랑스어 능력 레벨 A2에 도달하게 되면 정규반으로 온전히 
옮겨갑니다. 정규반으로 들어간 후, 학생은 매주 학습을 위한 프랑스어 
(FLSco)를 통해 프랑스어를 계속 배우게 됩니다. 

불어 집중반 이후
서울 프랑스학교에서 2년째가 되는 해에는 각 학생이 필요로 하는 
특정 사항에 따라 학습 프랑스어 (FLSco)를 지원하게 됩니다..

불어 집중반 그 이상을 넘어 
서울 프랑스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SES)를 신청하면, 학생이 
프랑스어를 조금 더 보충하고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숙제를 하기 위하여 1 시간 동안 감독 학습 
• 불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FLE)수업 1 시간 동안 
지도 학습 
• 7 월 2 주간 여러 가지 학습과 활동을 하며 프랑스어를 배우는 여름 
캠프 
•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8 월 말 1 주일 동안 하는 복습

* 유치원생은 바로 정규반으로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생은 불어집중반을 통해 프랑스어를 
익힌 후 정규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은 서울 프랑스학교에 
입학하려면 프랑스어 능력 B1 레벨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만 6세-만 10세* 소 규모 하루 3시간 

"브리지 클래스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불어를 배움과 동시에 학교생활과 새로운 친구들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숙제나 공부량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워낙 아이들에게 차분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사제간에 좋은 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9개월의 
브리지 클래스 과정을 통해 아이가 정규반의 80% 이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브리지 클래스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사려 깊은 서포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Minsun K, Beyune (CM1)의 어머니

불어 집중반

전문 교사 
1 명

학부모 추천사 

• 비 프랑스어권 초등학생만 입학 가능 (CP-CM2 / 초등학교 
1학년 - 5학년)*
• 전문학습도구와 환경으로 조성된 전용 교실
• 불어 집중반과 정규반의 병행 학습
• 2 개월마다 학부모-교사 면담으로 현 실태 평가 및 정보 교환
• 1 년 동안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특정적 지원으로 
보완

불어 집중반에 
대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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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부터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매주 4회에 걸쳐 30 ~ 45 분에 영어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MS부터 적응 및 강화된 영어 과정(PARLE) 과 미국 국제 섹션 (SIA)  준비 과정으로 나누어 영어 학습을 하게 되며 이 과정들은 
Terminale*, 바칼로레아 국가고시에서 시험을 볼 때까지 진행됩니다.

PS 
(유치원 1학년)

MS 
(유치원 2학년)

GS 
(유치원 3학년)

CP 
(초1학년)

CE1 
(초2학년)

CE2 
(초3학년)

CM1 
(초4학년)

CM2 
(초5학년)

6ème 
(중1학년)

5ème 
(중2학년)

4ème 
(중3학년)

3ème 
(중4학년)

Seconde 
(고1학년)

Première 
(고2학년)

Terminale 
(고3학년)

CP에서 CM2까지 학생들은 예를 들어 체육 
또는 예술 수업을 매주 1-2시간의 통합 

외국어 교과 교육  (EMILE)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시간표에 시간이 추가되지 
않으며 사용되는 학습 언어만 달라집니다.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까다롭고 견고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작문과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적응 및 강화된 영어 과정 PARLE  미국 국제 섹션 과정 SIA

프랑스어는 주요 학습 언어이고 
영어는 제2 외국어입니다.

프랑스어는 주요 학습 언어이고 영어는 외국어 
과목이면서 특정 과목에서는 학습 언어로도 
사용합니다.
학년에 따라 영어 수업 양도 증가합니다. GS
에서 5 시간으로 시작해 CM2에서는 10시간으로 
증가합니다.

영어 학습은 대학 시험을 볼 때까지 진행됩니다.

PS에서 CE1까지 학생들은 매주 
4번에 영어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은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구두 및 작문 능력을 
키우고 미국 문화, 역사 및 문학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3ème과 Terminale 학생들은 학년 
말에 국제 등급 중학교 졸업시험(DNB)과 국제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바칼로레아를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 국제 섹션(SIA) 특정 추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언어교육의 추가로 미국 문학과 문화 
그리고 역사와 지리를 영어수업과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Terminale까지*

두 가지 영어 
교육 과정

주당 3 ~ 4 시간 주당 10시간
매주 시간표에  4시간이 추가됩니다.

주당 5 ~ 11시간  
매주 시간표에 추가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당 3 ~ 4 시간

* 2021 년 9 월, Première, 2022 년 9 월, Terminale) 까지 미국 국제 섹션 (SIA) 개설 예정입니다. 
** 서울 프랑스학교의 미국 국제 섹션 (SIA) 교육은 미국 대학입시위원회와 국립 교육부의 권장 사항을 따릅니다.

미국 국제 섹션 (SIA)에 
대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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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어에 능숙해야 
하며 영어를 배우려는 개인적인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시험은 서울 프랑스학교에 재학생의 경우 
학년 말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등교하는 
첫 주에 실시됩니다.

• GS : 학생 인터뷰 및 이해력 구두 테스트
• CP에서 CM2 : 인터뷰, 이해력 구두 테스트, 이해력 필기 테스트 그리고 작문
• 6ème에서 3ème : 이해력 필기 테스트,  가상 문장의 해석, 작문, 회화 구술 테스트 그리고 
자기소개서 
• Seconde에서 Terminale : 이해력 필기 테스트,  가상 문장의 해석, 작문, 역사 지리에 관한 
문장  분석, 회화 구술 테스트 그리고 자기소개서

미국 국제섹션의 시험 또는 교육 과정에 관한 모든 질문은 전담 팀 
international-section@lfseoul.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 교육 기관과 전문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캠브리지 영어 시험 자격을 통해 학생과 
성인은 영어의 능력 레벨에 대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프랑스학교는 CM2, 3ème 그리고  Terminale 학생들을 위한 시험 준비 수업을 진행하며 시험 
비용은 학교 측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2009년부터 서울 프랑스학교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자를 위한 시험 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 국제 섹션 (SIA)수업은 흥미롭고 복합적입니다. 영어 수준이 
높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역사 지리 수업은 프랑스어로 배우던 과목을 
영어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느끼는 장점은 : 
두 언어 모두에서 더 풍부한 어휘를 배우고 동시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미국 국제 섹션(SIA)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독서를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문학적 용어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Yuna J., 3è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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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 좋았습니다! 선생님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선생님들은 어떠한 말로 
어떻게 응원해줘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학 선생님과 함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것이 좋고. 역사 
지리 선생님과는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 분위기는 항상 즐겁습니다. " 
Aksel F., 6ème 

학생 추천사

캠브리지 영어 자격증

미국 국제 섹션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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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ème부터 학생들은 스페인어와 독일어 중에서 선택하여 언어 하나를 
더 배우기 시작합니다 ; 한국어는 선택 사항이며 수준에 따라 그룹을 
정해 학습합니다. 

5ème학년부터 학생들은 라틴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중학생들은 특수 도구와 시설을 갖춘 실험실에서 매주 4 시간 30 
분 동안 생물 지구 과학, 공학 그리고 물리 화학 등의 과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조형 예술과 음악 수업은 중학교 4학년까지 배우게 됩니다. 

서울 프랑스학교의 프랑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모든 분야에서 
탄탄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인문학, 수학, 과학, 예술, 체육, 
성찰적이며 논증적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12

중학교 교육은 기초 학력을 강화시키고 더 심화된 초등학교 교육의 
연속이며 더불어 새로운 수업이 추가됩니다. 

만 11세- 만 14세* 8 학급 12 교과목, 
과목별 교사 

1 명 

중학교 졸업시험 
DNB 100% 통과 

*6ème (중학교 1학년), 5ème (중학교 2학년), 4ème (중학교 3학년), 3ème (중학교 4학년)

중학교
6ÈME, 5ÈME, 4ÈME, 3ÈME*

중
학

교
 기

본
 일

과
 

8:00 - 미국 국제 섹션 (SIA) 옵션 

9:00 - 역사 / 지리 

10:00 - 프랑스어 

11:00 - 휴식 시간 

11:15 - 생명 지구 과학 

12:00 - 점심시간 

13:00 - 조형 예술 

14:00 - 수학 

15:00 - 스페인어 

16:00 - 휴식 시간 

16:15 - 라틴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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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를 마칠 때 학생들은 
DNB (중학교 졸업 시험) 또는 
미국 국제 섹션(SIA)에 등록한 
학생은 DNBI (국제 옵션 중학교 
졸업 시험)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4주기(5ème ~ 3ème) 전체에 
걸쳐 기초 학력의 능력을 
수시평가 
• 필기시험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과학) 및 학년 말 
구두시험에서 획득 한 점수

연중 많은 프로젝트가 중. 고등학생 도서관(CDI)에서 주최됩니다. 중. 
고등학생들은 새롭게 개조된 다양한 작업 공간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10 개의 컴퓨터 스테이션, 책 대여, 혼자 또는 그룹으로 자율학습 등을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 도서관(CDI)은 또한 학생들이 매년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예술가와 작가들과의 만남, 전시회 및 이벤트에 참여하는 
문화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 Press Week : 언론 보도의 주는 학생들이 미디어 대해 배우고 
언론인을 만나는 한주입니다. 
• Science Week / Reading Week : 과학 주간과 독서 주간은 각 
주제에 대한 전시와 실험적인 활동이 구성되고 주최되는 한주입니다. 

• Francophonie Week / Hangeul Week : 프랑스어권의 주와 
한글의 주는 각 문화와 언어를 강조하여 알리는 한주입니다. 
• AIDS Awareness Week / Sports Week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인식 기간 및 스포츠 기간은 각 주제에 대한 이벤트, 퀴즈 및 사진 
전시가 되는 한주입니다. 

학생들은 학급 또는 개별적으로 문학 및 예술 경연 대회 (Graine 
d’artiste, Book Face, Dis-moi 10 mots, Territoires d’Asie : des 
images et des mots, Prix Azimut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의 가치를 높입니다. 
작품과 결과물은 중.고등학생 도서관(CDI) 에 전시됩니다.

프랑스-서래 프로젝트, 명판 

중학교 학생회 (CVC)와 고등학교 학생회 (CVL)는 학습 및 교내 학생의 
생활 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기구입니다. 
2년 동안 선출된 10 명의 중, 고등학교 학급 대표는 연 3회 학교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총 10명이 참여하는 중학교 
학생회 (CVC)와 고등학교 학생회 (CVL)에 참석하게 됩니다.  중학교 
학생회 (CVC)와 고등학교 학생회(CVL) 학생들은  서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프랑스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프랑스-서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서래마을 곳곳에 프랑스 명판을 부착하고 콘서트와 
프랑스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주최하였으며 프랑스 문화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이러한 참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그룹 
활동에서의 책임감과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대학 교육에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시험 
(DNB)

학생들은 교내의 결정위원회에 중심 

중.  고등학생 도서관 (CDI) : 문화와 정보수집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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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 학년 말에 학생은 서울 프랑스 학교에서 제공하는 7 가지 
전공과목 중에서 Première, Terminale에 학습하게 될 3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 역사, 지리, 지정학 및 정치학 
• 인문학, 문학 및 철학 
• 외국어 문학 및 문화 (영어) 
• 수학 
• 화학 물리 
• 생명 및 지구 과학 (SVT) 
• 경제 및 사회 과학 (SES) 

그리고 프랑스어, 외국어, 과학, 인문학, 체육수업은 계속 학습합니다. 

모든 Terminale 학생들은 철학을 배우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이 과목은 바칼로레아 
시험과목 중 하나입니다.

만 15세-17 세* 7 개의 전공 수업 교과목, 과목별 
교사 1 명 

바칼로레아 
100 % 성공률을 
달성하고 90% 

학생들이 우수 성적
(mentions)으로 

학위 취득 

고등학교는 3 년 과정입니다. Seconde는 종합 학습을 하며 Première, 
Terminale에는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 
Première, Terminale은 바칼로레아 국가고시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Seconde (고등학교 1학년), Première (고등학교 2학년), Terminale (고등학교 3학년)

고등 학교
SECONDE, PREMIÈRE, TERMINALE*

중
학

교
 기

본
 일

과
 

8:00 - 경제 및 사회 과학 

10:00 - 과학 

11:00 - 휴식 시간 

11:15 - 역사, 지리 

12:10 - 영어 

13:10 -  점심시간 

14:10 - 체육 

15:10 - 프랑스어 

16:00 - 휴식 시간 

16:15 -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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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e (고 1학년) 학생들은 다른 프랑스 학교와 ADN-AEFE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가족, 
학교, 문화 및 언어 환경에 몇 주 동안 머물면서 학습은 연속적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Première과 Terminale (고 2, 3학년)에 걸쳐 
필기 및 구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공과목 중 하나와 프랑스어는 
Première 학년 말에 시험을 끝으로 마치게 되고 그 시험 점수는 
바칼로레아 최종 점수에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제3 언어, 라틴어, 전문 
수학, 보완 수학, 법 및 현대 세계의 주요 문제와 같은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섹션에 등록한 학생들은 특정 추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ADN -AEFE 

학생들은 중학교부터 서울 프랑스 학교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진로를 구축해 나갑니다. Seconde부터 학생들은 PRIO 
( 진로 및 진학 지도 교육 교사) 그리고 담임교사와 언제든지  1:1 
면담을 신청하여 진로와 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 개별 상담을 통해 Première과 Terminale
에서 선택해야 할 전공과목, 앞으로의 진로와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AEFE 네트워크의 졸업생과 미래 졸업생 
간의 교류를 위한 특별한 플랫폼 
AGORA 교류 플랫폼 (https://www.agora-aefe.fr/)은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6,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교 
Seconde학생들부터 등록하며 각국의 졸업생들의 다양한 인터뷰와 
경험담 등을 볼 수 있고 각국의 프랑스학교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의 
진로, 진학 등의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로 지도 

"Première이 되었을 때 저는 저에게 맞는 전공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장시간의 진로 면담과 PRIO (진로 및 진학 지도 교육) 교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진학에 대한 고민을 극복하고 이제는 저에게 맞는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계획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eymin S., Terminale

학생 추천사

서울 프랑스학교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에 진학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대학교에 진학하여 과학, 상업, 예술, 
법률, 문학, 호텔경영 또는 정치와 같은 다양한 전공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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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들을 위한 우수 장학금 
외국 학생을 위한 우수 장학금 (la bourse Excellence-major)
은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학생들의 일부 학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학생은 5 년 
동안 프랑스 대학에서 공부하기로 약속해 야만 하며 주체적이고 야심 
찬 진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 

2016년-2020년 지난 5 년간 재학생들이 진학한 대학

École Polytechnique 
EDHEC 
ENSA
ENSAPVS 
ESSCA 
ESSEC
IESEG
Preparatory classes  *
Sciences Po
Université Paris Assas 
Université Paris Sorbonne 

École Centrale de Pékin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Exeter 
King's College
University of Reading – Bachelor Business & Management 
University of Birmingham 

École Hôtelière de Lausanne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Université de Genève 

Haute École en Hainaut 
École de commerce
École de Santé Publiqu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UCLA Bachelor Economics & 
Business
University of San Diego

USA
China & Hong Kong

France
Switzerland

United Kingdom

Belgium

"저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다양성을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이 
되는 것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각 후보자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외교부 소속 (AEFE)가 후원하는 
이 장학금을 받으면 Sciences Po에서 학업에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학금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annah K., 2020 졸업생

학생 추천사

* Classes préparatoires aux grandes écoles : 프랑스 그랑제꼴 준비반 
Fénelon, Janson de Sailly, Henry IV, Lycée Kléber, etc.

Canada

Université de Montréal 
University of Ott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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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랑스 학교 간의 대회 및 교류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학교 네트워크 인 AEFE의 일원으로서 서울 
프랑스 학교 학생들은 PROZAP으로 알려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프랑스 학교 간의 교류 및 대회에 참여합니다.

서울 프랑스학교는 명문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 
프랑스 학교가 사전에 정의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온라인 세미나 
인 AZALEAS (아시아 지역 경제 및 사회 학술 강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AEFE 소속 학교의 두 학생이 토론의 진행을 맡습니다. 이 
유익한 PROZAP은 바칼로레아 구두시험과 Sciences-Po 구두시험을 
준비하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 것입니다.

매년 학생들은 다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화술과 순발력있고 재치 있는 
응답 능력을 강조하는 연설 대회 인 Ambassadeurs en herbe에도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축구, 농구 및 수영 등의 스포츠 대회 그리고 스크래치 
소프트웨어를 통한 프로그래밍 대회인 코딩의 밤 (la Nuit du 
c0de), 문학, 예술 및 Geoscience Olympiads 같은 과학 대회에 
참가합니다.
PROZAP에 참여하려면 학생들은 사전 교육과 대회 참여를 위한 모든 
투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향상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Branko Milanovic 교수와 함께 세계 불평등에 대한 AZALEAS 
(아시아 지역 경제 및 사회 학술 강의)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한 것은 경제 및 사회 전공과목을 선택한 저로서는 제 
고등학생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매료시켜 대학의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려주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와 직접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  
Juno Y., Première

학생 추천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 
(PROZ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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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활동 
(AES)

7 월의 여름 캠프
서울프랑스학교는 MS에서 CM2 (유치원 2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
까지, 본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외부의 학생들에게 2 주간의 여름 
캠프를 제공합니다. 
오전 (9시 ~ 12시)은 프랑스어 또는 영어 (2 주 동안 학습할 언어 선택)
로 재미있는 활동 중심의 구두 및 쓰기 표현을 풍부하게하고 어휘를 
넓히기 위한 학습을 합니다. 오후 (13시 ~ 16시)에는 매일 미술, 과학 

수업 전-후 활동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수업 전 8 시부터 8시 30 분까지 돌봄 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유치원 
보조교사와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기도 합니다. 

MS (유치원 2학년)부터 신체적, 예술적, 교육적 그리고 음악적인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숙제를 하며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학습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FLE) 수업을 통해 
언어 학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어 집중반을 시작하게 된 
학생들에게 유용한 활동입니다. 

또는 스포츠 활동을 각각 프랑스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하게되며 
언어 향상의 성과를 높일수 있을것 입니다. 

LFS 여름 캠프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의 언어 수준에 상관없이 언어 
경험을 넓히고 다른 국적의 친구들를 만나기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농구는 19시 50 분에 끝납니다.

학생 250 명 만 4세-만 17세 35개 특별활동 8시-18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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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일정표

입학 신청절차 

서울 프랑스 학교의 학기는 9 월 초에 
시작하여 7 월 초에 끝납니다. 하지만 학기 
중간에도 입학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는 일 
년 내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는 10 월 또는 1 월, 2 월, 5 월 또는 
6 월, 연 3 회 개최됩니다. 학교 투어를 하며 
프랑스 교육과 , 방과 후 활동 및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며, 물론 
궁금하셨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픈하우스 전담 팀 
openhouse@lfseoul.org

8월 9월

새 학기 
시작일 

추석

설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방학 한국 공휴일 

학사일정 2021-2022

Eduka 플랫폼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입학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다음 입학 신청 등록 완료를 클릭하시면 
귀하의 신청서가 전송됩니다. 

학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입학위원회는 1 ~ 2 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입학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교육이력과   원하는 
영어 교육과정에 따라 인터뷰 또는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서류 검토 

먼저 입학허가 승인 이메일이 발송된 후 
학비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입학금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그 입학금을 납부하셔야지만 
최종 입학허가가 확정됩니다. 

입학허가 

입학 전, 서울 프랑스 학교는 최상의 
조건에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준비해야 할 것들과 다양한 정보를 
단계별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프랑스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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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설명회 신청 

온라인 입학신청서 

우리 아이는 어떤 학년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서울 프랑스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7 
우) 06581 
www.lfseoul.org

입학처 

(+82) (0) 2-535-1158 
admission@lfseou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