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Appliquées de Rennes – 렌느 국립응
용과학연구소
1966년 설립된 INSA 렌느는 프랑스 최고의 공립 엔지니어 학교 네트워크인 INSA 그룹의 일
원이다. 이 네트워크는 6개교를 비롯하여 7개의 파트너 기관과 모로코의 국제 캠퍼스를 포함
하고 있다. 1800명의 학생들이 수학 중이며, 유럽의 학/석/박사 시스템(LMD)에 부합한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7개의 엔지니어 석사 과정, 7개의 연구석사 과정, 2개의 박
사 과정.
INSA 렌느는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학생들을 선발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이 진학이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
진다. 외국에서 과학계열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학생이나 외국 고등학교 졸업 후 과학분야 대
학에 합격한 학생들 모두 입학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공 학년으로의 편입이나 교환프로
그램 등도 가능하다.
주요 전공
정보·통신 과학 & 기술 (STIC)
• 산업 정보 전기학
• 수학 공학
• 정보학
•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재료, 구조, 기계 (MSM)
• 도시 공학
• 기계 공학
• 재료 공학
연구
연구와 혁신을 INSA 렌느 교육의 중심으로 130여 명의 연구 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명성의 6개 연구소와 3개의 기술 플랫폼 그리고 여러 산업 파트너 기관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2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 : 정보통신의 신기술 발전, 친환경적인 재료
와 구조 개발.
장점
외국 학생들을 위한 행정 지원(등록, 체류증, 은행계좌 개설, 보험 등); 캠퍼스 내 기숙사와
식당; 다양한 동아리 활동(30개 이상의 클럽과 동아리); 유럽학점통합시스템을 통한 학력인정;

예술과 스포츠 시설 등이 제공된다.
위치 :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렌느는 프랑스 10위 도시이자 학생 수로는 4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전체 40만 명의 인구 중 1/4을 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
이며, 차로 45분 거리에 몽생미셸, 생말로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다.
학교 유형 : 공립
재학생 수 : 1800명
외국학생 수 : 21%
수여학위 : INSA 엔지니어 학위 (석사) – 연구 석사 - 박사
프랑스 어학 프로그램 : 제공
외국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제공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 제공
연간 학비 : 엔지니어 과정 - 830 € / 연구석사 과정 – 476 € / 박사 과정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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