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 학/석/박사의 전과정이 제공된다.

학사 과정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기본 지식을 다지는 기반을 제공하며, 
석사 과정부터 보다 전문화된 전공을 선택한다. 고고학과에서는 학사과정에서 
예술사와 고고학을 연관시켜 공부하게 된다. 
역사학 분야는 미술사, 법학, 문학, 나아가 과학, 수학 등과 연계된 이중전공을 추천할 
수 있다. 연구 석사 전공자에 한해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    고등사범학교 
고대에서 현대까지 미술사와 과학사를 공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가 있다. 
외국학생의 경우 서류 전형으로 진행.
www.histoire.ens.fr

█    루브르 학교  
미술사, 고고학, 금석학, 문명의 역사, 박물관학.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가능.
www.ecoledulouvre.fr

█    고등사회과학연구원
다학제의 석사, 박사과정
www.ehess.fr

█    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재 큐레이터 및 복원가 양성과정
www.inp.fr

█    국립 샤르트학교 
고문서학자를 양성하는 그랑제꼴로 다양한 연구 교류 및 국제 프로그램이 있다.
www.enc.sorbonne.fr

█    국립 고등문헌정보학교 
도서관 관리자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사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
www.enssib.fr

█    국립 문서과학기술연구소 
http://intd.cnam.fr

█    국립 인구학연구소 (INED) 
인구 현상 및 역사학, 사회, 지리학, 경제, 보건에 적용된 인구학을 다룸.
www.ined.fr

역사학과 고고학   Histoire et archéologie

역사학과 고고학은 본질적으로 연구나 교육에 밀접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정치, 경제, 문서학 등의 분야나 광고,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를 배우지 않고는 정치학이나 법과 같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과학자나 경영자들도 
해당 분야와 사회의 진화 과정을 알아야만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음악의 역사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역사, 고고학에 
적용되는 정보학까지 매우 폭넓다. 

█    관련 분야
인문, 사회과학
인류학, 커뮤니케이션, 정치학, 문서학, 지리학, 저널리즘, 언어, 문학, 문화재, 박물관, 
고문서, 철학 전공별 설명서 참조.

█    활동 분야
교육, 연구, 문화재, 도서, 문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공공 행정, 문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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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사회적 요구의 대상이 된다(L’Histoire 잡지는 매달 100 000 부씩 발행). 여론은 
과거의 실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유럽의 역사학자들은 구상하기 힘든 공통된 이야기에 대해 
연구한다. 처음에는 공감이 역사를 만드는 욕구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 교육과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거리를 두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에 대한 호기심, 정보에 대한 
신뢰와 비판, 종합적인 사고 능력, 다른 논리 방식에 관한 관심, 언어 등을 습득하게 
한다. 

세계 속의 프랑스 역사학

마르크 블로크와 루시앙 페브르가 1929년에 창설한 Annales지는 여전히 발행되고 
있으며, 역사 연구에 대한 개념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현 시대의 저명한 프랑스 
역사학자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들은 아를레트 
파르쥬, 미셸 페로, 자크 르 고프, 조르쥬 뒤비, 로제 샤르티에, 앙뚜안 프로스트, 미셸 
위노크, 모리스 아귈롱 등이 있다. 

█    문화통신부
www.culture.gouv.fr

█    문화포털
www.culture.fr/fr

█    문화재, 미술품 관련 데이터베이스 (Joconde)
www.culture.gouv.fr/documentation/joconde/fr/pres.htm

█    프랑스 국립도서관 역사 책갈피 
http://signets.bnf.fr/html/categories/c_900histoire.html 

█    Annales (역사, 사회과학 연보에 관한 잡지)
www.editions.ehess.fr/revues/annales-histoire-sciences-sociales/

█    L’Histoire (월간지)
www.histoire.presse.fr

협회 및 연구 기관
█    국립고등과학연구소 (CNRS)

www.cnrs.fr
█    역사학과 지리학 교사협회 (APHG)

www.clionautes.org
█    아테네 프랑스 학교

www.efa.gr 
█    로마 프랑스 학교

www.ecole-francaise.it 
█    극동 프랑스 학교

www.efeo.fr 
█    IFAO 동양고고학 프랑스연구소 (이집트)

www.ifao.egnet.net 

고고학
█    프랑스 고고학 연감

www.archeophile.com
█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고고학 발굴 현장 리스트

www.archeophile.com 
█    고고학 자료 (격월지)

www.dossiers-archeologie.com 

<프랑스어>
ancien – anthropologie – antiquité – archéologie – archéologie préventive – 

archéosciences – archives – art – bâti – chrétiens – civilisation – classique – 

conservateur – contemporain – culture – droit – économie – environnement – 

épistémologie – géographie – histoire – histoire de l’art – humanités – inventaire 

général – jardins historiques – littérature – management – matériaux

– médiation – mémoire – mobilités – moderne – monuments historiques – musée – 

musicologie – origines – patrimoine – patrimoine industriel – philologie – philosophie – 

politique – pouvoirs – préhistoire – protohistoire – relations internationales – religion –

savoir – sciences des sociétés – sciences humaines – sciences sociales 

연구 분야

참조 및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