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 관련 고등교육기관 수여 학위는 1,000여 개가 
존재하며 그 중 약 절반 가량(46%)은 국·공립 교육기관의 학위라고 할 수 있다.   
– 2010년 SFSIC(프랑스 정보커뮤니케이션협회, SOCIÉTÉ FRANÇAIS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100여 개의 
전문석사는 아래의 주요 4가지 전문분야 및 연구분야로 나눌 수 있다.

█    조직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d’organisation)
█   정보 및 자료 (Information et documentation)
█   저널리즘 및 미디어 (Journalisme et médias)
█   통신(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네트워크 
    (Systèmes et réseaux de communication.)

이 분야의 우수한 연구소들은 릴, 그르노블, 낭시-메츠, 리옹, 엑스마르세이유, 툴루즈, 
보르도, 렌느, 파리 등에 위치하고 있다. 

정보커뮤니케이션 관련 대부분의 과정들은 인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관련된 학제간 또는 학간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래 4개 학문분야와 연계되어있다. 

█    예술, 문학, 언어 Arts, Lettres et Langues(ALL)
█    인문사회학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SHS)
█    법, 경제, 경영 Droit, Économie, Gestion(DEG)
█    과학, 기술, 보건 Sciences, Technologie et Santé(STS)

정보 | 커뮤니케이션   Information | Communication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프랑스의 대학 학제에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독립적 학과도 존재하기도 하고 학제간 연구의 일부가 되거나 커뮤니케이션학의 
틀을 넘어서는 분야(예: 신문방송학, 문학, 역사학, 기록학)의 도구적 학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학의 교육과정은 독립된 학과(교육부 산하 
대학위원회의 71번째 분과)인 동시에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ity)이기도 한 학간 
연구(Transdisciplinarity)과정이다. 프랑스에서 최근 들어 고등교육이  3단계 -학사, 
석사, 박사- 로 개편되면서 대학교육 과정이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BTS(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Bac+2 

정보커뮤니케이션관련 직종에 따라 4가지 BTS 고등기술자격으로 구분된다.
█    기업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des entreprises 
█    커뮤니케이션과 그래픽 산업 Communication et industries graphiques 
█    시각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visuelle 
█    시각표현 Expression visuelle  

DUT(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Bac+2

기술전문 대학학위 DUT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정보커뮤니케이션 Information – Communication
 • 기업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d’entreprise
 • 저널리즘 Journalisme
 • 출판직종 Métiers du livre
 • 광고직종 Publicité
 • 조직 내 정보 및 문서 관리 
   Gestion de l’information et du document dans les organisations
█    서비스 및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Services et réseaux de communication

학사과정 Licence, Bac+3

프랑스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 학사과정은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학문으로 진출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학사과정이 끝나면 석사 등의 과정에서 연구를 
계속 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3년간 180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학점 교환체제)를 이수하는 동안 이론교육(경제, 역사, 사회학 등) 
및 향후 직업 활동에 유용한 교육(언어, 정보, 자료연구 등), 현장 응용에 필요한 
교육(쓰기, 표현하기, 미디어 기술 등)을 받게 된다. 일반 학사과정은 입학 첫해부터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학사 프로그램은 주로 IUT(기술대학)에서 1년의 전문화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DUT(기술대학학위) 취득 후 이어서 이수할 수 있다.

석사과정 Master, Bac+5

프랑스 전역에 걸쳐 400여 개의 석사과정이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연구석사
(Master Recherche)와 전문석사(Master Professionnel)의 구분이 사라질 예정이며, 
다수의 연구석사과정이 전문석사과정 M1로 편재되어 있다. 

박사과정 Doctorat, Bac+8

3기 과정에 해당하며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연구석사 소지자 (M2)일 
경우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세미나 혹은 개별연구논문 등으로 
박사과정을 개설해 놓은 연구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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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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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분야 

프랑스 정보커뮤니케이션협회(SFSIC)의 연구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 
4가지 주요한 연구테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조직 내 정보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실제 적용: 미디어 기사 작성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쇄매체, 시청각매체 및 멀티미디어에서의 정보전파
█    정보, 자료시스템, 통신망
█    매개장치

정보커뮤니케이션학은 1974년도에 공식적으로 생겨났으며 영미권에는 
정보연구(정보 시스템)와 커뮤니케이션(공공, 사회 분야)을 상이하게 다루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정보커뮤니케이션 협회에서는 과학단체 내에서 수많은 연구주제와 
문제점(커뮤니케이션, 매체, 저널리즘, 자료정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조직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공공부문 커뮤니케이션 등)을 결집시킨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정보커뮤니케이션학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해외 기관들과 정기적인 상호교환을 
하고 있다.
█     프랑스어권: 벨기에(브뤼셀대학교, 루벵라뇌브 카톨릭대학교), 퀘벡(라발대학교, 

셔브룩대학교, 몬트리얼대학교, UQAM, 트르와리비에르대학교),    
스위스(제네바)

█    북아프리카권: 튀니지(튀니스, 스팍스), 모로코(라바트, 카사블랑카)
█    스페인어권: 스페인(마드리드)
█    동유럽권: 루마니아(부카레스트)
█    북미권(영어권): 캐나다(오타와대학교)
█    남미권: 브라질(상파울로)

프랑스 정보커뮤니케이션협회는 국제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협회 AIERI(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es Études et Recherche en Information-Communication)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 자문협회
(Association des Agences Conseils en Communication-AACC)
www.aacc.fr

█    공공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Publique)
www.communication-publique.fr

█    프랑스 커뮤니케이션협회 
(Association Française de Communication Interne-AFCI)
www.afci.asso.fr

█    프랑스 기업기자연합
(Union des Journaux et Journalistes d’Entreprise de France-UJJEF :   
Communication et Entreprise)
www.communicationetentreprise.com

█    정보자료 전문가협회 
(L’Association des Professionnels de l’Information et de la Documentation-
ADBS)
www.adbs.fr

█    프랑스 정보커뮤니케이션협회 (Société français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www.sfsic.org

█    고등 정보커뮤니케이션학학교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www.celsa.fr

█    CNRS 커뮤니케이션학연구소
 (Institut des sciences de la communication du CNRS-ISCC)
 www.iscc.cnrs.fr

 http://archivesic.ccsd.cnrs.fr

프랑스어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formations, enseignement supérieur

영어
advertising, animation, art, books, business strategy, commerce, commercial art, 

commercial writing, communication, creative, digital arts, documentation, event 

management, external relations, graphic design, human resourc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llustration, image, inform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nsulting, 

interest groups, internal communications, journalism, languages, literature, lobbying, 

management, marketing, media,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media, relations, 

multimedia, networks, press relations, public affairs, public relations, publishing, radio 

communications, sound, spokesperson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세계화

정보커뮤니케이션 관련 전문협회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