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수행해 온 언론인들은 지금도 여론을 이끄는 
“제 4의 권력”으로 남아있는가? 

저널리즘이란 직업세계는 격동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시대를 증언하는 기자로서 일하고 싶어한다. 그들이 꿈꾸는 
기자들은 세상을 뒤집을만한 글과 이미지를 글 매체에 실어 나르고 있지만, 사실 이들 
언론 매체들은 상대적인 탈 정치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여론을 이끌어왔던 이 매체들의 특혜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방송과의 경쟁, 
무가지들의 등장은 글 매체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들의 
활성화는 심지어 방송의 영향력마저도 위협하며 직업 기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분야, 특정 분야 전문지, 지방지 또는 학생 타깃의 전문지들이 최근에는 
언론 관련 취업의 길을 넓히고 있는 형국이다. 저널리즘 전공분야는 이 분야 전문 고등 
교육기관(그랑제꼴) 또는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지만 정치학, 의학, 외국어 분야 
전공자들의 언론 관련 직종 진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널리즘은 
정보산업과도 상호 연관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    관련 전공
문헌정보, 정보통신,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영화와 미디어, 디지털 아트 분야 전공별 
설명서 참조

저널리즘  Journalisme

대학에서의 교육은 일반적으로는 Bac+3년차부터 이루어지며, 교육은 Bac+2에서 
Bac+6 과정까지 망라하고 있다. 
█    기술대학학위 DUT(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    산업학사 Licence Professionnelle 
█    산업석사 Master Professionnel 
이외에 12개 저널리즘 그랑제꼴이 기자협회와의 협약에 의해 그 교육과정을 인정받고 
있다. 

4개 사립학교 

█    CFJ 파리 기자양성센터 (Centre de Formation des journalistes, Paris) 
█    EJT 툴루즈 저널리즘 학교 (École de Journalisme, Toulouse)
█    ESJ 릴 고등저널리즘 학교 (École Supérieure de Journalisme, Lille) 
█    IPJ 파리 실용저널리즘 학교 (Institut Pratique de Journalisme, Paris) 

8개 국립학교 

█    CELSA : 파리 4대학 (www.celsa.fr)
█    CUEJ : Centre Universitaire d'Enseignement du Journalisme,   

Strasbourg(Université Robert Schuman)
█    EJCM : 엑스-마르세이유 2대학
█    CM Institut de communication et des médias, Grenoble(Université  

Stendhal–Grenoble 3) : 그르노블 3대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    IFP(Institut Français de Presse) : 파리 2대학, 프랑스 언론 연구소
█    IJBA, Institut de journalisme Bordeaux Aquitaine    
 (Université Bordeaux 3) : 보르도 아키텐 저널리즘 연구소, 보르도 3대학
█    IUT Information-Communication, Tours(Université François Rabelais)  

et Lannion(Université Rennes 1) : 투르 프랑스와 라블레 대학 및 라니옹   
렌느 1대학 정보 통신 학교 

█    정치대학 IEP (Institut d’études politiques) : 저널리즘 과정 
 - 파리 정치대학 Sciences Po 저널리즘 석사과정 
 - 8개 IEP와 3개 저널리즘 그랑제꼴 간의 공동학위 과정 

이 외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 과정을 언론 미디어 분야의 
요구에 따라 개설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해온 프랑스의 언론인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기자 직군의 사회유형학적 분석 
 - 직업적 특성(역사, 지위, 윤리강령, 유관 단체 등)
 - 직업활동 영역(소스와의 관계, 공공분야 관계 : 경제적 제약 및 경쟁관계의 논리)
 - 관련 사이트(다국어, 국제관계 영역 :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www.surlejournalisme.com

언론분야에서 AFP(Agence France-Presse)의 명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AFP는 
세계 3대 통신사로 독일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며, 16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프랑스 저널리즘 분야 교육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각 분야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다양한 직업적 경험을 쌓게 한다.
 - 역사, 규범, 법률해석 등에 정통한 교육을 제공한다
 -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저널리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늘 염두  
 에 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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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리즘 및 기업정보 종사자 협회 (Association des professionnels du  
journalisme et de l'information d'entreprise)

 www.communicationetentreprise.com

█    전국 기자 노동조합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s)
 www.snj.fr

█    프랑스 스포츠기자 노동연맹 
(Union syndicale des journalistes sportifs de France)
www.ujsf.fr

█    프랑스 교육일람
 www.onisep.fr

█    국제저널리즘 사이트
 http://surlejournalisme.com

█    AFP (Agence France Presse)
 www.afp.fr

█    저널리스트 회원 위원회
 www.ccijp.net

█    프랑스 기사연방회
 www.ffap.fr

█    IPLJ
 www.cyberjournalisme.net

█    프랑스어 기사 간행물 사이트
 www.portail-presse.com

█    지역 일간신문 조합
 www.pqr.fr/spqr

█    Synergie (학교 리스트)
 www.synergieprepa.com

█    프랑스 스포츠신문 연합
 www.ujsf.fr

<프랑스어>
agences de presse, animation, art, audience, audiovisuel, biogéomédia chroniqueur, 

communication, concepteur, contenu, culture, diffusion documentaires, économie, écrit, 

édition, éditorial, électronique, entertainment, exploitation, gestion, hebdomadaire, 

histoire image industrie, information, interculturel, internet, journalisme, langage, lettres, 

ligne, livre, magazine, management, médias, médiations, multimédia nouveaux, 

numérique, pigiste, production, public, quotidien, radio, réalisation, rédacteur, régional, 

reporter, sciences humaines, sociologie, sons, technologies, television

<영어>
animation, art, audience, audiovisual, book, chronicler, communication, content, culture, 

daily, designer, diffusion, digital, dissemination, documentary, economics, editor, editorial, 

electronic media, entertainment, freelancer, history, humanities, image, industry, 

information, Intercultural, Internet, journalism, language, literature, book, magazine, 

management, media, multimedia, news,  news service, print press, producer, production, 

public, publishing, radio, regional, reporter, Sociology, sound, stringer, technology, 

television, weekly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