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활동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적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여 개의 대학에서 학사 수준의 교육과정(인문 사회학 학사 – 인류학 또는 민족학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인류학의 역사 및 마르셀 모스, 끌로드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유명한 학자에 관련한 수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 영역(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인류학 등)과 연구 분야별(종교 인류학, 혈족 인류학, 스포츠 인류학, 
정치 인류학 등) 세부 전공에 대한 개괄수업도 제공된다. 해당 학사과정을 이수하면 
50여 개에 달하는 전문 석사 또는 연구 석사과정 중에서 문화적 영역 또는 정치 
인류학, 법 인류학, 종교 인류학 등 연구 테마를 선택하여 심화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인류학 교육과정은 점진적으로 세부전공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연구(석사 2년차 및 박사)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석사 1년차 과정에서는 관련 
용어 및 방법론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쌓고, 2년차에서는 전공별 세미나, 실무 경험  
(앙케이트, 문서 관리, 연수, 영상 인류학 방법론), 논문 작성 및 논문 심사 등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고등교육 기관
█    고등사회과학 연구소 

(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www.ehess.fr

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민족학과 사회 인류학’ 연구 석사과정은 젊은 연구자들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입학은 서류 전형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에 대해 
교수들이 각각 심사하게 된다. 
 www.ehess.fr/fr/enseignement/diplomes/master

또한 ‘유럽 법 문화의 역사, 사회학, 인류학, 철학’에 대한 유럽 박사과정 및 ‘사회 
인류학 및 민족학’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국립 자연사박물관
www.mnhn.fr/fr/recherche-expertise

이 기관에서 제공되는 ‘진화, 자연 문화유산과 사회’ 석사 과정은 생물다양성의 
진화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메커니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존 전략에 
관한 학제적인 프로그램이다. 다음과 같은 4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자연개체의 조사 및 묘사, 그에 대한 역사적 해석; 생명체의 내부 진화에 대한 
이해; 인간과 자연 환경의 상호관계 이해; 다양한 대상에게 관련 지식 보급. 

인류학   Anthropologie

인류학은 사회 속의 인간과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을 연구하는 여러 
학문을 집결한 것이다. 복합 언어, 의식, 종교 예술, 의복, 가족관계, 주거, 정보 전달,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 등이 있다. 오늘날 인류학은 다양성을 통해 다른 공동체 또는 
사회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학과 생물학 그리고 문화의 경계에서 
현대사회의 넘쳐나는 기술적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를 주시하는 학문이다.

█    관련 분야
인문 사회과학, 지리학, 사학 및 고고학, 심리학, 인문 사회과학 전공 안내서 참조.

█    관련 활동
교육, 공공 기관 또는 대학 내 연구직, 리서치, 설문조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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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학은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그 경계 또한 바뀌고 있는 학문이다. 인류학은 여전히 
동족유사성에 관해 다루는 학문이지만, 사회가 인간의 육체에 대해 처치하는 법(의료 
인류학), 경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정보 과잉의 집단효과(디지털 인류학)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독일, 영미권 국가, 브라질, 프랑스 등 전세계에 인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으며, 오늘날 다음과 같은 주요 흐름을 공유하고 있다 : 자연 과학과 물리적 
인류학(물리적,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인간 집단 연구)에 대한 의존 및 역사, 철학, 
종교적 경계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짐; 교육, 집단 활동, 지역적 조건에 대한 적응, 신앙에 
있어서 다양성의 표현에 대한 관심 증대;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동질성에 대한 믿음; 
인류사를 바라보는 서구적 또는 유럽중심적 시각에 대한 재검토.

세계 속의 프랑스 인류학

에드가 모랭, 르네 지라르, 조르쥬 바랑디에, 피에르 끌라스트르 등의 프랑스 
인류학자들은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끌로드 레비-스트로스(슬픈 열대, 
1955)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인류학자로 평가받으며, 다른 전문서적들 보다 훨씬 
폭넓은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다. 꼴레쥬 드 프랑스의 사회 인류학 연구소의 
프랑수아즈 에리티에(남성-여성, 1996-2002)는 레비-스트로스의 후계자로 역시 
저명한 인류학자이다.

협회 및 연구기관
█    국립고등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www.cnrs.fr 
█    프랑스 인류학자 및 민족학자 협회

(Association française des ethnologues et anthropologues)
www.afa.msh-paris.fr 

█    꼴레쥬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1530년 설립된 저명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소로 무료 강연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www.college-de-france.fr 

█    고등사회과학학교(EHESS)의 사회인류학 연구소
http://las.ehess.fr

정기간행물 및 정보
█    사회인류학 잡지

http://socio-anthropologie.revues.org
█    ‘L’Homme(인간)’

http://lhomme.revues.org
█    파리 인류학협회 학술논문 및 보고서 간행물

http://bmsap.revues.org 
█    인류학자 포털

www.ethno-web.com

<프랑스어>
archéologie – bioculturel – biodiversité – biologie – cognition – comportement – 

cultures – danse – développement durable – droit – économie – écosystèmes – 

éducation – environnement – ergonomie – éthologie – ethnologie – évolution – 

géosciences – gérontologie – homme – histoire de l’art – humanités – identités – 

informatique – ingénierie – interactions – langages – lettres – linguistique – 

mathématiques – médiation – modélisation – muséologie – mutations – 

neuropsychologie – objet – paléobiologie – paléontologie – patrimoine naturel – 

philosophie – phylogénie – préhistoire – psychologie – religion – sciences cognitives – 

sciences de la terre – sciences de la vie –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 science 

politique – sédimentologie – sociétés - socio-anthropologie – sociologie – sport – 

textes – travail

<영어>
archaeology – behavior – biocultural – biodiversity – biology – cognition – cognitive 

sciences – consulting – cultures – dance – earth sciences – economics – ecosystems 

– education – environment – ergonomics – ethnology – ethology – evolution – 

geosciences – gerontology – history of art – humanities – identity – informatics – 

interactions – languages – law – letters – life sciences – linguistics – man – 

mathematics – mediation – modeling – museum studies – mutations – natural heritage 

– neuropsychology – object – paleobiology – paleontology – philosophy – 

phylogenetics – political science – prehistory – psychology – religion – sedimentology 

– societies – social anthropology – social sciences – sociology – sport – sustainable 

development – texts – work – universe

연구 과정 검색어

참조 및 유용한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