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Publicité

혹자는 광고를 공허함과 낭비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간혹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광고는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광고계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 촉진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 방송, 신문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는 핵심 수익이라 볼 수 있다.

광고업계는 국제적인 규모의 대형 광고 에이전시 및 광고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개의 프랑스 국제 기업 하바스(세계 7위 기업, 전세계 44개국에 진출, 직원 수 
약 14,000명)와 퍼블리시스 그룹(커뮤니케이션 분야 세계 4위, 광고지면 판매 분야 
세계 2위, 82개국에 200 에이전시 보유, 직원 수 10,000명)을 필두로 하부에 소형 
광고 대행사, 광고 제작사 및 독립 광고사들이 하청 시스템을 통해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리치미디어*가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광고계의 기업 집중화와 세계화로 
인해 광고계는 광고제작자 및 현장의 인력은 줄고 관리자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리치미디어: 인터넷 상의 영상 광고 애니매이션을 의미하며, 인터스티셜 광고, 웹음향효과, 게임, 
삽입, 확장형 포멧, 플래쉬, 동영상 등으로 구성. 광고제작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독창성과 
재미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

오늘날 광고업종은 전략, 상업, 제작 등으로 다각화, 세분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 수행 영역도 상황에 따라 광고대행사나 미디어 구매사가 되기도 하고, 
직접 광고주(산업기업, 서비스기업, 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가 되기도 한다.

█    분야: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    관련 분야: 응용예술, 조형예술, 디자인, 전산학, 저널리즘, 경영, 영화와 미디어  

전공 안내서 참조
█    관련 직종: 광고대행사, 커뮤니케이션 자문 에이전시, 광고주, 아트 디렉터, 매니저, 

레이이웃 아티스트, 마케팅, 미디어 플래너, 미디어, 전략 플래너, 컨셉 기획자,   
TV 프로듀서, 웹 분야

█    대학 과정: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광고 전공보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공과정의 일반학사, 또는 산업학사 과정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 릴 1, 2 대학, 낭트 대학, 니스 대학, 푸아티에 대학, 
스트라스부르 대학, 툴루즈 1, 3 대학, 생테티엔 대학, 투르 대학  등을 살펴본다.

장기과정

대학에서 광고 분야의 일반학사 학위를 소지하면 석사 1년차 과정의 입학이 
가능하지만, 석사 2년차 입학은 별도의 선발 전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    CELSA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정보-커뮤니케이션 고등연구소는 파리 소르본느 4대학 부속의 
그랑제꼴이다. www.celsa.fr/

마케팅, 정보-커뮤니케이션 전공의 학/석사과정은 광고 전공 학사 3년차 과정에 
편입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산업석사 과정으로는 2개의 세부 전공 과정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및 전략»,  «브랜드 마케팅 및 전략»

█    파리 Sciences Po 고등 커뮤니케이션학교 석사
 http://sciencespo.fr/edc
█    릴 1대학 소속 IAE 석사/ IEMD (Institut européen de marketing direct)
 www.iae.univ-lille1.fr/ 

그 외 관련 교육 기관

경영전문학교 교육과정 (HEC, ESSEC, Sup de Co). 일반적으로 실습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학교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cge.asso.fr

고등 전문학교 및 전문연구기관

█    ESP (École Supérieure de Pub, 고등광고학교)
 www.espub.org/ 
█    INSEEC, www.inseec.com
█    ISCOM (Institut Supérieur de Communication et de publicité,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 고등교육기관)
www.iscom.fr/ 

█    Sup de Pub, www.supdepub.com/ 

크리에이터

예술 전공 학위를 통해 예술 감독, 예술 조감독, 레이아웃 아티스트, 표지판, 공공 
디자인 분야(거리 표지, 전시회 등을 위한 디자인)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www.cnap.fr (58개 고등예술학교 리스트)

█    그래픽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직종 종사를 위한 응용 예술 전공의 BTS: 
시각커뮤니케이션 BTS(고등기술자격증), 2개 세부전공 선택(멀티미디어와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편집, 광고) 

█    BTS 과정 리스트(커뮤니케이션/ 그래픽산업 전공)
 www.sup.adc.education.fr/btslst 

학생의 성향 및 프로필에 따라 단기 및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 
이외에 일반적인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중 인턴십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추후 필요할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과정

전략 및 상업
█    DUT (기술대학학위, 2년 과정, 향후 산업학사 Licence Professionnelle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 «정보-커뮤니케이션 과정 중 세부전공 광고»
 www.iut-fr.net/ 참고
█    BTS, DUT 또는 학사 1학년 지원자: 프랑스 바칼로레아 소지자는   

http://www.admission-postbac.fr/ 사이트에서 Admission Post-Bac 절차를 
진행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자국의 CampusFrance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에서 절차를 담당한다.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직업고등학교 부속 단기 교육과정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coree.campusfrance.org에서 « 전공별 학교 리스트 검색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을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학사 Licence, 석사 Master, 박사 Doctorat)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전공을 보유한 프랑스 학교 및 세부 전공을 검색할 수 있다.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사이트  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

• Tel : 02-753-8508 (CampusFrance 면접문의) / 8509 (교육문의)  •  Fax : 02-773-6256
• E-mail : interview@institutfrancais-seoul.com (CampusFrance 면접문의) / ecf@institutfrancais-seoul.com (교육문의)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장기 교육과정 █    광고산업 조정위원회  Autorité de Régulation Professionnelle de la Publicité
www.arpp-pub.org/ 

█    광고주 연합 (UDA)
www.uda.fr/ 

█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포털사이트
www.cbnews.fr/

█    웹 광고저널
www.journaldunet.com/ebusiness/publicite/ 

█    하바스 (Havas)
www.havas.fr/havas-dyn/fr/ 

█    광고
www.publicisgroupe.com/site/ 

<프랑스어>
advertising, animation, architecture intérieure, art, arts appliqués, arts plastiques, 

audiovisuel, bande dessinée, Beaux-Art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visuelle, 

concepteur, culture, décoration, design, développeur d’applications, directeur artistique, 

économie, édition, entreprises, événementiel, gestion, graphisme, illustration, industrie, 

informatique, interactive, journalisme, management, maquettiste, marketing, média, 

média-planneur, multimédia, numérique, presse, publicitaire, publicité, relations 

publiques, stratégie, webdesigner

<영어>
advertising, agency, animation, art, art director, applied arts, audiovisual, animation, 

Beaux-Arts, communication, computer science, creative, culture, current affairs, 

decoration, design, digitization, economics, firms, graphic design, illustration, industry, 

interactive, interior architecture, journalism, management, marketing, media, media 

planning, multimedia, plastic arts, press, project manager, public relations, publicity, 

publishing, strategy, visual communication, Web design 

예술과 광고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미술전문학교, 국립 
미술학교 (Beaux-arts), 응용미술학교, 영화학교, 사진학교 등 각종 예술학교의 
커리큘럼에 시각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다.(CampusArt 네트워크 소속 
학교 리스트 참조, www.campusart.org/fr/reseau/index.html)

국립 또는 시립 미술학교에서 2-3년 과정으로 예술전공 고등교육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EESI (앙굴렘 고등이미지학교-만화, 애니메이션, 디지털영상)   
 www.eesi.eu/
█    ENSA (국립 고등예술학교), Nancy/Dijon에 위치,     
 www.ensa-nancy.fr/, www.ensa-dijon.fr/
█    ESAC (예술/커뮤니케이션 전문학교), Pau에 위치, www.esac-pau.fr/

기타 예술 학교

█    까몽도 (Camondo): 실내건축, 디자인
 www.ucad.fr/fr/07ecolecamondo/ 
█    고블랑 그래픽학교 (Gobelins): 커뮤니케이션, 그래픽산업 공학 전공 및 프로젝트 

경영 전문학사 과정, www.gobelins.fr/
█    콩데 예술학교 (Écoles de Condé), www.ecoles-conde.com/ 
█    시각 커뮤니케이션학교 (ECV: É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www.ecv.fr/ 
█    국립 고등장식미술학교 (ENSAD: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www.ensad.fr/ 
█    국립 고등산업디자인학교 (ENSCI: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éation 

Industrielle): «디자인 이노베이션» 과 «신기술 크리에이션»    
그랑제꼴 석사 과정 보유. 예술학교 출신의 Bac+4 또는 Bac+5 수준의 후보자   
지원 가능, www.ensci.com/

█    ESAG 페닝겐 (ESAG Penninghen, 고등 그래픽아트 실내건축학교)  
www.penninghen.com 

█    에스띠엔느 (Estienne, 예술 및 산업그래픽 디자인학교)   
www.ecole-estienne.fr/

█    IAV Orléans (시각예술 연구소), 문화부 소속 연구소로 2가지 전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제품 및 공간디자인)의 DNAT 과정이 있다. 이 과정들은 단기 3년 또는 장기 
5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www.iav-orleans.com/

█    국립 멀티미디어 연구소 (IIM, Institut National du multimédia), «Chef de projet», 
www.iim.fr 

█    마리즈 엘루아 (Maryse Eloy), www.ecole-maryse-eloy.com 
█    올리비에 드 세르 (Olivier de Serres): 시각디자인 과정 중 «멀티미디어» 세부전공, 

www.ensaama.net/ 

█    CNAP (국립 조형예술센터): 국립 조형예술센터 사이트에서는 프랑스 국립예술 학교 
리스트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www.cnap.fr/

█    프랑스 문화통신부
    www.culture.gouv.fr/
█    조형예술 심의회
    www.culture.gouv.fr/culture/dap/dap/html/ecole.htm 
█    아르데코 (아르데코, 패션, 광고, 그래픽 아트 관련 박물관, 도서관)
    www.lesartsdecoratifs.fr/ 
█    커뮤니케이션 자문 에이전시 협회
    www.aacc.fr 
█    광고교육 연구센터  IREP Institut de Recherches et d’Études Publicitaire
    www.irep.asso.fr/

유용한 사이트

키워드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