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경영  MÉTIERS DE L’ART ET DE LA CULTURE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은 경제분야로 간주될 정도로 영역의 비중이 확대됐으며, 
예술행사나 문화개발의 이해와 함께 새로운 전문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 사실상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문화사업 기획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사법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의 다양한 발전을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분야 종사자는 물론 문화기관이나 
행사들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발전으로 문화관련 직업과 관련한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문화기업 행정가, 문화개발 산업대행인, 문화기획자, 문화홍보 및 프로젝트 담당관, 
문화기술 컨설턴트 등.

문화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만큼 
관련 분야의 정보 개발과 공급이 중요해졌고 교육 프로그램들도 강화되었다. 
프랑스에서 문화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관들은 일반 국립대학과 국립 
전문학교 그리고 사립전문학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국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1, 2학년에는 문화경영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사 3년차 
이후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문화경영 사례들을 교육받게 된다. 
또한 문화경영 분야에서 일하기 원할 경우 문화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특히 
원만한 대인관계를 쌓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선택하려는 학과의 교육과정이 실무교육을 중시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

 학사과정 (Bac+3)

█    아비뇽 대학 (Avignon): 정보 커뮤니케이션 - 영화, 축제, 문화예술 행사 학사
www.univ-avignon.fr

█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Aix-Marseille): 문화 프로젝트 기획 산업학사
www.univ-amu.fr

█    릴 3대학 (Lille 3): 문화산업, 예술, 사회 학사
www.univ-lille3.fr

█    로렌 대학 (Nancy): 문화경영 산업학사
www.univ-lorraine.fr

█    파리 3대학 (Paris III): 문화기획 학사
www.univ-paris3.fr

█    루앙 대학 (Rouen): 문화경영기획 산업학사
www.univ-rouen.fr

█    발렁시엔느 대학 (Valenciennes): 문화-행정-미디어 학사, 문화-고고학 산업학사, 
문화기획 산업학사
www.univ-valenciennes.fr

 석사과정 (Bac+4/5)

█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Aix-Marseille): 문화관련기관행정 산업석사
www.univ-provence.fr

█    아비뇽 대학 (Avignon): 문화유산 산업기획 석사, 공공문화-커뮤니케이션 석사
www.univ-avignon.fr

█    디종 대학 (Dijon): 정보, 커뮤니케이션, 문화 - 문화기획 전문가 산업석사
www.u-bourgogne.fr

█    그르노블 2대학 (Grenoble 2): 그르노블 시앙스포 : 공공 행정 - 문화 
프로젝트 경영 석사
www.sciencespo-grenoble.fr/formation/direction-de-projets-culturels/

█    릴 3대학 (Lille 3):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석사
www.univ-lille3.fr

█    리옹 2대학 (Lyon 2): 문화 프로젝트 및 문화예술기관 경영 석사
 www.univ-lyon2.fr

█    로렌 대학 (Lorraine) : 문화예술 석사 내 문화기획 전문가/전시 및 무대 예술/ 
예술과 문화산업 세부 전공 제공
www.univ-lorraine.fr

█    몽펠리에 3대학 (Montpellier 3): 무대예술 전공, 예술 감독-유럽 문화  
프로젝트 산업석사
www.univ-montp3.fr

█    낭트 대학 (Nantes): 문화 진흥과 기획 전문가
www.univ-nantes.fr

교육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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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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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 1대학 (Paris 1): 문화 프로젝트 및 문화 기관 경영 석사
www.univ-paris1.fr

█    파리 3대학 (Paris 3): 문화 프로젝트 경영과 기획 석사
www.univ-paris3.fr

█    파리 4대학 (Paris 4): 문화, 정책, 문화재 석사
www.paris-sorbonne.fr

█    파리 7대학 (Paris 7): 사회학과 인류학 전공 내 문화 정책 석사
www.univ-paris-diderot.fr

█    파리 8대학 (Paris 8):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석사
www.univ-paris8.fr

█    파리 10대학 (Paris-Ouest): 국제 문화 기획 석사
www.u-paris10.fr

█    파리 13대학 (Paris 13):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석사 내 다양한 세부 전공 제공
www.univ-paris13.fr

█    루앙 대학 (Rouen): 공공문화발전 석사
www.univ-rouen.fr

█    툴루즈 1대학 (Toulouse 1): 문화활동 커뮤니케이션-행정 석사
www.univ-tlse1.fr

█    스트라스부르 대학 (Strasbourg): 공연 예술 프로젝트 기획 석사
www.unistra.fr

그랑제꼴 (Grandes Écoles)

█    HEC: 예술, 미디어, 디자인 경영 전문 마스떼르 1년 과정 (Mastère spécialisé), 
수업료는 2017/2018년도 기준 19,200유로이다.     
www.hec.fr/Masteres-Specialises/Programmes/Medias-Art-et-Creation 

█    Audencia Business School: 문화 기구 경영 석사 / 마케팅, 디자인,  
크리에이션 전문 마스떼르 과정 제공
www.audencia.com

사립 교육기관

█    EAC (École des métiers de la culture, Paris / Lyon): 예술 시장과 문화기획 
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세부 전공의 학사, 석사, MBA 과정 등이 제공된다. 

 www.groupeeac.com

█     Institut Supérieur des Carrières Artistiques (ICART): 예술시장, 예술품 
거래와 문화 경영관련한 다양한 세부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3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난 후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레벨 2의 학위를 받게 된다.   
www.icart.fr

█    Institut d'Études Supérieures des Arts (IESA): 예술과 예술시장, 
멀티미디어와 시각디자인, 문화기획과 경영전공의 3년 과정 또는 2년 과정이   
있다. 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받게된다.     
www.iesamultimedia.com 

각 사립학교마다 교육과정이나 그에 따른 수여학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위 수준에 
관한 사항을 입학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홍보하는 내용이나 해외 인턴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비용 문제 등과 같은 사항들도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