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문화재라는 개념은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도서관의 소장품이나 고문서 
자료에서부터 보호품, 희귀 전문지식, 영화 및 사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어졌다. 
또한 역사적 기념물은 소규모 지역 문화재부터 산업적, 기술적인 조형물과 20세기의 
건축물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다. 

문화재 관련 직종의 경우 그 유형과 방식이 점점 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일부 직종은 
문화재에 관한 지식(예술사학자, 딜러) 또는 문화재 보존(큐레이터, 역사적 기념물 
건축가, 복원가, 예술품 거래)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재 관련 전공은 그 연관성을 볼 때 
건축, 조형 예술 등 관련 전공 분야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수적이다.

문화재, 박물관, 고문서  Patrimoine, Musées, Archives

문화재 관련 전공 분야는 프랑스 교육부와 문화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모든 과정은 일정 수준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지닌 외국학생에게 개방되어 
있다. 단, 지원자의 본국에서의 학력도 프랑스 학교에서 동등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학 허가 및 학년 배정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경력자의 경우, 고등교육과정으로 인턴과정과 특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주요 교육기관

█    루브르 학교 (École du Louvre) 
지원서류 및 동등 학위 인정에 관한 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화부 산하의 공교육기관으로 고고학, 예술사, 금석학, 인류학, 문화사, 
박물관학 수업이 있다.
www.ecoledulouvre.fr

	 •  1기: 3년 과정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 입학시험이 있다. 이전의 학업사항이 
인정되면,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일반 예술사 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루브르 학교 1기 과정 학위가 주어진다.

	 •  2기: 1-2년 과정
루브르 학교 1기 과정 학위 소지자나 Bac+4 수준의 프랑스 국내외 대학 예술사 
전공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단, 입학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한다. 문화재 보존, 연구, 소개, 보급에 관한 행정, 과학, 기술분야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이다. 루브르 학교 고등학위 
또는 동등학위가 인정되어 입학한 학생에게는 박물관학 특별 학위	가 수여된다. 
2학년은 응용연구 학위 과정이다.

	 •  3기: 3년 과정
루브르 학교 심화연구 학위 과정으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 논문을 작성
해야 한다.

█    국립 문화재연구소 (Institut National du Patrimoine-INP) 
문화부 산하의 공교육기관으로 큐레이터와 문화재 복원가를 양성한다.

 www.inp.fr

	 •  큐레이터 인턴 과정 입학시험 및 교육과정
INP는 입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다양한 부문의(고문서, 고고학, 재고,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과학·기술·자연유산) 큐레이터 양성 과정이 있다. 
수업연한은 18개월이며, 파리에서의 교육과 프랑스/해외 인턴과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일정 수의 외국 경력자를 뽑는데 입학에 필요한 세 가지 자격요건은 	 	
	전문적 학술지식, 자국에서의 전문 프로젝트 경험, 프랑스 어 구사능력이다. 	 	
	본 교육과정을 마치면 국제 문화재 학위나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 교육 프로	 	
	그램은 단기와 장기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장기 과정은 해외 인턴실습 	 	
	없이 프랑스에서 약 15개월 간 큐레이터 인턴실습을 하는 것이다. 		 	
	단기 과정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5~9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월 과정은 1~5월까지, 9개월 과정은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다. 
개인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다.

   www.inp.fr/conservateurs/formations

	 •	 문화재 복원가 과정 입학시험 및 교육과정
	 	 지원자격은 국적에 상관없이 바칼로레아나 이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이며, 
	 	 대상연령은 만 20~30세이다. 매년 시험을 통해 약 25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www.inp.fr/restaurateurs/restaurateurs_concours/presentatio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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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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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에는 다음의 7가지 전공분야가 있다 : 화(火)공예(금속, 유리, 도자기, 
에나멜), 그래픽 예술, 섬유 예술, 가구, 회화, 사진, 조각. 수업과정은 9월에서 
그 다음해 7월 말까지이며, 강의, 인턴과정, 실습이 병행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문화재 복원가 학위를 받는다.

	 •	 외국인 인턴십
협약을 맺은 외국 교육기관에서 유사 또는 동등한 전공과정에 학업중인 
학생이나(양 학교가 맺은 협정에 따라 인턴기간을 학업과정으로 인정) 소속 직장	
	에서 인턴 과정을 지원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튀니지의 외국인 경력자	 	
	들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팀이 각 인턴사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연구소 활동, 강의, 실습, 현장학습, 도서관 연구활동이 포함된다. 	 	
	인턴사원은 학교위원회의 서류전형으로 선발된다.

   www.inp.fr/International/Stagiaires-internationaux

█    샤이오 고등 연구 센터 (Centre des Hautes Etudes de Chaillot, CDHEC)
역사적 건축물 및 도시의 보존, 복원, 리모델링, 재활용에 관한 건축분야 전문 	 	
2년 교육과정이다. 입학조건은 외국이나 프랑스 학생 모두 동일하다. 청강 희망서를 
제출하면, 일부 학생의 청강도 가능하다.
CDHEC는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건축, 도시, 조경, 유산에 관한 
강의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또한, 정부의 요청이나 국제기구를 위해 컨설팅이나 
감정활동도 수행한다.

█    샤르뜨 국립 고문서 학교 (École Nationale des Chartes)
프랑스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입학시험을 통해(Bac+2 소지자) 자료 및 	 	
예술문화재 관리 학술책임자를 양성한다. 수업료는 무료이고, 논문을 준비해야 	 	
한다.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문서 학자 학위가 수여된다. 시험을 통해 	 	
선발된 외국 학생은 프랑스 학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단, 공무원 인턴실습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본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부 수업을 청강할 수는 	 	
있으나, 학위를 받을 수는 없다(요청 시 출석 증명서는 발급 가능함).

 www.enc.sorbonne.fr

█    문서 및 기록보관학 석사과정: 앙제 대학, 리옹 3대학, 뮐루즈 대학, 툴루즈 2대학의 
기록보관학 석사과정

█    아비뇽 대학, 디종 대학, 리옹 3대학, 쌩테티엔 대학, 툴루즈 2대학의박물관학 
석사과정

█    파리 1대학, 브장송 대학, 보르도 대학, 르아브르 대학, 루앙 대학, 툴루즈 1, 2 대학, 
낭시 대학, 스트라스부르 건축학교의 문화재 석사과정

█    파리 1대학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 학사, 석사과정 MST
█    아비뇽 예술학교의 그림 보존 및 복원 고등학위(5년 과정) 
█    투르 예술학교의 조각품 보존 및 복원 고등학위(5년 과정)

█    꽁데 학교 (École de Condé , 연간 수업료 4,000~7,000유로)
예술품 복원가 학위과정(레벨 3에 해당, 3년 과정)과 예술품 큐레이터-복원가과정
(레벨 2에 해당, 5년 과정)이 있다.
www.ecoles-conde.com

█    IESA (Institut Supérieur des Arts)
연간 수업료 5,000~9,000 유로. 문화재 및 문화서비스 산업학사(Licence 
Professionnelle) 과정(레벨 2에 해당) 예술품 시장, 문화 및 행사, 멀티미디어 3개 
학과가 있다.

 www.iesa.fr

█    프랑스 문화통신부 
www.culture.fr

█    프랑스 ICOM 위원회(교육, 심포지엄 부분 참고)
www.icom-musees.fr

█    UNESCO의 세계문화재 보존 부분
www.unesco.org

█    MONUM(국가 기념물 센터)
www.monuments-nationaux.fr

█    ICCROM : 문화재 연구 및 보존을 위해 INP와 함께 개설된 이중언어 수업.
	 다국어 미술 전문사전
  www.iccrom.org
█    예술/역사의 도시 및 국가 네트워크(강사 교육용)

www.vpah.culture.fr

유용한 사이트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

사립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