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오트쿠튀르로세계적인명성을지닌나라이다.

잔 랑방, 크리스티앙 디올, 코코 샤넬, 피에르 발망,

입생로랑, 소니아 리키엘, 크리스티앙 라크와, 장폴
고티에 등의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들이다. 명성 높은 파리의
패션쇼(파리 패션위크, Who’s Next 박람회 등) 시기와
새로운 컬렉션 발표 시기가 되면 매년 각국의
취재진들과셀러브리티들이프랑스를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트 쿠튀르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지만,

일자리의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기성복인
프레타 포르테 혹은 액세서리 분야에는 더욱 많은
기회가 있다 . 명품은 예술과 패션이라는 직업군이
없었다면 명맥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 작은
일손부터 아틀리에의 장인까지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작업에는 항상 여러가지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이있어가능한것이다.

전통이 깊은 제조업에 힘입어, 오늘날 프랑스는 섬유와
의복 산업의 혁신과 발상, 상업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능력을갖춘지원자들을위한다양한직업군을창출하고
있다 . 디자인 분야의 취업기회는 많지 않지만 ,

모델리스트, 섬유디자이너, 생산 기획 책임자, 판매
전문가 그리고 마케팅 분야 등의 일자리는 고용의
기회가많다.

신기술 개발로 인해 섬유업체들은 외과, 자동차, 스포츠,

인테리어 제품, 악세사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

세계속의프랑스패션

19세기 중반부터 패션 분야에서 « 프랑스식 노하우 »와
« Made in France »라는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외국인 디자이너들 또한 프랑스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아제딘알라이아, 찰스프레데릭워스, 알렉산더 맥퀸,

파코 라반, 이세이 미야케, 존 갈리아노, 레이 카와쿠보,

요지야마모토, 겐조타카다, 칼라거펠트등.

예술, 문화, 엘레강스 그리고 자유의 나라인 프랑스에
매력을 느낀 위의 외국인 디자이너들은 오트 쿠튀르와
프렌치 프레타 포르테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파리가 패션의 중심지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파리 이민 역사 박물관에서는 2015년 외국인
디자이너들에 관한 « Fashion Mix »라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관련분야

예술, 문화, 디자인, 교육, 경영, 매니지먼트

하위분야

예술, 문화, 디자인, 교육, 경영, 매니지먼트, 응용 미술,

그래픽 아트, 아틀리에, 코세트리, 무대의상, 재봉, 생산,

디자인, 섬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섬유산업, 명품, 패션
경영, 예술시장, 예술직업군, 패션과 섬유, 자산, 미술, 도안,

비디오

수치로보는프랑스패션산업

• 패션과 명품산업의 수출 43% 수익 (명품 기성복 70%,

오트쿠튀르 80%)

• 패션 관련 행사의 파리 시 연간 최소 수익 400억 유로
(2015)

• 프랑스경제에미치는영향 (2013)

- 1,050억유로의경제적출자
- 440억유로의부가가치 (프랑스국내총생산의 2.3%)

- 67만개의문화관련기업의일자리
• 패션업계 340억 유로의수익 (2015)

• 13만개의패션관련일자리 (2015)

• 1,200개의의류업체 (2014)

• 48,400명에 달하는 예술과 문화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중 31,000여 명의학생이사립교육기관속함 (2014)

• 11,000명의 외국인 학생 예술과 문화 관련 고등교육
기관에등록 (2014)

유용한사이트

• ANDAM, Association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s arts de la mode 패션예술의 발전을 위한 국립협회
www.andam.fr

• Campus Art, 캠퍼스아트, 예술학교입학지원
www.campusart.org

• Culturethèque – Institut Français 프랑스문화원
www.culturetheque.com

• Design & Arts appliqués 국립응용예술학교
www.designetartsappliques.fr

• 예술과문화학위관련정보 www.campusfrance.org

• France design éducation 디자인관련고등교육기관협회
www.francedesigneducation.fr

• IFD, Institut Français du Design 프랑스디자인학교
www.institutfrancaisdudesign.fr

• INMA, Institut national des métiers d'art 국립공예학교
www.institut-metiersdart.org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문화통신부 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 Musée Mode et Textile des Arts décoratifs 파리의상
장식미술관
www.lesartsdecoratifs.fr/francais/mode-et-textile

• RNCP, Répertoire national des certifications 

professionnelles 국가전문인증총람
www.rncp.cncp.gouv.fr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BTS)
고등기술자격 학위 과정 (Bac+2) – L2

60여 개의 공립 혹은 사립기관에서 패션 디자인, 섬유 디자인,
섬유과학, 패션관련 분야 등의 과정을 통해 빠른 직업 선택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과정.

DIPLÔME UNIVERSITAIRE (DU) 대학 자체 학위 과정
(Bac+2) – L2

국립 장-프랑수와 샹폴리옹 전문 대학 기관, Institut National
Universitaire Jean-François Champollion 에서 모델리즘, 섬유,
의복, 패션과 명품 산업과정과 함께 패션 경영과 판매에 관련된 옵션
옵션 과정 제공. www.univ-jfc.fr

DIPLÔME DES MÉTIERS D’ARTS (DMA) 예술 기술공예
학위 (Bac+2) – L2

무대의상예술과정 국립응용 예술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서 2년간
진행, 장인과정으로 특수화되어 전통적인 노하우의 전수를 통한
전문 과정을 제공.

DIPLÔME NATIONAL D’ART (DNA) 국립 예술 학위 (예술
학사, Bac+3) – L3

세 개의 ESA에서 섬유디자인과정 옵션으로 제공하는3년의 180
ECTS 학점 과정.

LICENCE PROFESSIONNELLE 산업학사 학위 (Bac+3) –
L2+1

1년(60ECTS 학점)의 전문 학사과정으로 예술, 문학, 언어 분야에
속해 패션 디자인과섬유와 환경 과정을 15개의 대학교에서제공.

국가 전문인증총람에등록된 레벨2 수준의 학위 (3년의 과정) :
• 패션 디자이너 과정 : 에스모드 ESMOD www.esmod.com /

모다르 Mod’Art www.modart-paris.com
• 섬유 디자이너 과정 : 에꼴 콩트 Ecole Conte

www.ecole-conte.com
• 패션 디자이너 , 패 턴디자이너 과 정 : 리사 LISAA

www.lisaa.com

입학지원에관련된 자세한 사항 : www.campusart.org

DIPLÔ ME NATIONAL SUPÉ RIEUR D’EXPRESSION

PLASTIQUE (DNSEP) 국립고등 조형예술학위 (Bac+5)

– M2

DNSEP, 2년 과정(120 ECTS 학점), 석사 학위 수여, 2개의
ESA에서섬유디자인옵션과정제공.

DIPLÔ ME SUPÉ RIEUR DES ARTS APPLIQUÉ S

(DSAA) 고등응용예술학위 (Bac+5) – M2

DSAA, 2년 과정(120 ECTS 학점), 디자인 과정, 4개의 기관에서
패션전공으로석사학위수여

MASTER 2 석사학위 (Bac+5) – M2

2년 과정 (120 ECTS 학점), 국가 석사 학위 수여, 리옹 2대학과
엑스-마르세유대학에서제공

DIPLÔ ME D’ÉTABLISSEMENT 학교 자체 발급 학위
(Bac+5) – M2

산업디자인 : 파리 국립 산업디자인 학교,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éation Industrielle – Les Ateliers de Paris

(ENSCI) www.ensci.com

장식미술 : 파리 국립 장식 예술학교,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 (ENSAD) www.ensad.fr

국가 전문인증총람(RNCP)에서 인정한 레벨 1 수준의 학위 (5년
과정) :

• Institut Français de la Mode (IFM)의Fashion designer-

creator과정 www.ifm-paris.com

• Mod’Spé의 Director of fashion product development 과정
www.modspeparis.com

• Mod’Art의International manager, fashion and luxury

industries 과정 ww.modart-paris.com

입학지원에관련된자세한사항 : www.campusart.org

DIPLÔME D’INGÉNIEUR / TITRE D’INGÉNIEUR -
GRADE DE MASTER (Bac+5) – M2

5개의 학교 및 기관에서 섬유 전공의 엔지니어학위 수여

MASTER OF SCIENCE (MSC, Bac+5) – M2

Creative Business, Fashion Marketing, Design and Brand
Strategies, Fashion, Design and Luxury Management,
International Luxury Management 등의 전공의 8개의 MSc
과정 제공.

석사 후 과정 NIVEAU POST-M 

MASTÈRE SPECIALISÉ 전문 마스떼르 (MS, M2+1)

CGE(Conférence des Grands Ecoles 그랑제꼴 연합회)에서
인증한 교육 과정으로 Mastère spécialisé과정은 학교 자체
학위 발급

• 국립 고등텍스타일예술산업학교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et industries textiles, ENSAIT -
www.ensait.fr) 와 릴 1 대 학 경 영 대 학 (Institut
d’administration des entreprises – Ecole universitaire
du management -www.iae.univ-lille1.fr)에서 제공하는
패션에서의 상업과 혁신 과정 (Commerce et innovation
dans la mode)

Forum Campus France에연계된 기관들

Académie Charpentier; AICP - Académie Internationale de
Coupe de Paris; École de Condé; École Conte ; ESDAC -
École Supérieure de Design, d’Arts Appliqués, de
Communication et des Métiers de l’Internet; ESMOD;
FORMAMOD – École Supérieure de la Mode et de la
Lingerie; IBSM - Institut Bordelais de Stylisme Modelisme;
IFM - Institut Français de la Mode; LISAA - L’Institut
Supérieur des Arts Appliqués; Mod’Art International;
Mod’Spé – Institut supérieur spécialisé de la 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