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graphie – 사진 학교 리스트
대학
국립대학의 조형예술대학 내에 사진전공이 있는 곳이 있으나 대부분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거나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실습과 같은 실무
경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중 파리 8대학에서는 이론, 실기, 실무경험을 모두 골고루 습득할
수 있도록 학사 3년차(Licence 3)와 석사(Master)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Université de Paris VIII
파리 8 대학에서는 조형예술대학 (Département Arts plastiques)에서 사진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2학년에는 미술과 사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게되며, 3학년 부터는
전공을 선택하여 심화된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3학년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입학지원서와 더불어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진 포트폴리오 및 에세이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2009년 개설된 석사과정(Master 1/ 2 Photographie et Art contemporain)은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포트폴리오 및 연구계획서 제출을 통해 입학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학사과정의 경우 Delf B2, 석사과정의 경우 C1에 준하는 언어성적이 요구된다.
www-artweb.univ-paris8.fr/accueil.htm
-주소 : 2 rue de la Liberté 93526 SAINT-DENIS cedex
-Tel. 01 49 40 67 89

국공립 교육기관
아래의

전문교육기관들은

문화부나

교육부에

소속되어

국가학위를

수여하는

곳이거나

상공회의소 또는 직업회의소 산하에 있는 학교들에 해당된다.

Ecole nationale supérieure Louis Lumière (루이 뤼미에르 학교)
영화, 사진,

음향의

3가지

전공을

제공하는

그랑제꼴로

2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Bac+2)이 지원 가능하며, 3년의 과정 이수후 석사에 해당하는 국가학위를 받게 된다.
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부 산하의 기관으로 학비는 무료이다.
입학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가능 연령은 27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별도의 준비반 과정이 개설된 사립학교가 있기도 하다. 입학전형은
매년 초(1~2월)에 있으므로 지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www.ens-louis-lumiere.fr
-주소: 7, allée du Promontoire - rue de Vaugirard
-Tel. 01 48 15 40 10

93161 Noisy-le-Grand Cédex

Ecole nationale de la photographie d'Arles (국립 아를 사진학교)
문화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유일의 국립 고등사진예술학교로 사진 작가 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언론기관, 출판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 예술사, 무대예술과 같은 관련 전공의 고등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한
학생들(Bac+2)이

지원할

수

있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석사(Bac+5)에

해당하는

국가학위를 받게 된다. 등록금은 1년에 326 유로이다.
2012년 입학전형의 경우 서류접수는 2월 까지이며 4월에 필기 시험 주제별 사진 제출, 5월 중에
인터뷰를 치르게 된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사진작업에 대한 주제가 온라인에 게시된다. (예시.
2012년 입학전형 주제 - 1. 다큐멘터리 사진: 정치 또는 대중교통 중 택 1 / - 2. 자유 주제)
www.enp-arles.com/
-주소: 16, rue des Arènes BP 10149
13631 Arles cedex
-Tel. 04 90 99 33 33

ENSAD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흔히

‘아르데코’로

불리는

파리의

국립고등장식예술학교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패션,

사진/멀티미디어, 무대장식 등 10여 개 전공 분야를 다루는 교육기관이며, 학업 연한은 5년이다.
1학년 입학의 경우 25살 이하로 나이제한이 있다. 입학 지원은 매년 1~2월 경 시작되며, 3~5월
경 전형이 진행된다. 2학년 또는 4학년 편입의 경우 면접과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친다. 학비는
등록비와 학생보험료 포함 1년에 500~600유로 가량이다.
www.ensad.fr
-주소: 31, rue d'Ulm 75240 Paris cedex 05
-Tel. 01 42 34 97 00

Gobelins – Ecole de l'image
파리 상공회의 소속의 이 학교는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사진
5개의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사진 전공은 <촬영>과 <제반사진작업>의 두 개의
과로 나뉜다. 모두 2년 과정이며, 나이제한은 18~25세이다. 지원 서류 및 포트폴리오(사진
10~20매로 구성)를 제출하며,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학비는 1년에 4,000유로
정도이다.
www.gobelins.fr/presentation-fr.htm
-주소: 73, boulevard Saint-Marcel
75013 Paris
-Tel. 01 40 79 92 79

Le Fresnoy
1987년 부터 추진된 프랑스 문화부의 오디오 비쥬얼 아트 분야의 고등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
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영화, 사진, 미디어 아트, 디지털 예술 등 현대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
해 수준높은 강의와 실습을 제공하는 국립현대예술학교이다. 파리 북쪽에 위치한 릴(Lille) 부근

(Tourcoing)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업 연한은 2년이다. 입학시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의 고등
교육을 마쳤거나 (Bac+5) 또는 7년 이상의 직업 경력(예술분야)이 요구된다. 인터뷰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수업과정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구사능력을 필요로 한다. 서류마감은 보통 5월 경이며 6월 중으로 1차 선발이 이
루어 지고 6~7월에 인터뷰를 실시한다. 포트폴리오 및 지원 서류를 학교측에 송부해야 한다.
www.lefresnoy.net
-주소 : 22 Rue du Fresnoy
BP 80179 59202 Tourcoing Cedex – France
-Tel. 03 20 28 38 00

사립 학교
사립 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업전문자격증(CAP)/전문학사(BTS)에 해당되는 과정 또는 1년 이하의
단기실무과정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며, 과정 이수 후 받게 되는 학위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수업료가 6,000유로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아래 리스트는 알파벳순)

Centre IRIS
사진관련 직업교육기관으로 1년 이하의 단기과정을 제공한다. 이 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인 Presse,
Edition & Art photo 과정은 34주(10월~6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교육시간은 35시간이다. 수
업료는 8,890 유로(2012/2013학년도 기준).
www.centre-iris.fr
-주소 : 238, rue Saint-Martin 75003 Paris
-Tel. 01 48 87 06 09

Ecoles de Condé
파리를 비롯하여 리옹, 낭시 세 곳에 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입학은 서류심사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업연한은 3년. 학비는 일년에 7,000 유로
내외이다.
www.ecoles-conde.com
-주소: 58/60 bd Garibaldi
75015 Paris
-Tel. 01 53 86 00 22

EFET (E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privée)
파리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사진, 영상예술, 실내인테리어 세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 과정은 기본 2년과정과 선택심화과정 1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efet.fr
-주소: 110, rue de Picpus
75012 Paris
-Tel. 01 43 46 86 96

ETPA (Ecole technique privée de photographie et d'audiovisuel)
1974년 설립된 사진 전문교육기관으로 뚤루즈에 위치한 이 학교는 사진 전공의 3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학사(niveau III)에 해당하는 학위가 수여된다. 기본 2년 과정 2가지와 3학년
심화과정이 있고,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www.etpa.com
-주소: 7, rue Eugène Labiche
31200 Toulouse
-Tel. 05 34 40 12 00

ICART PHOTO - Ecole de photographie de Paris
파리 근교에 위치한 사진전문 학교로 수업연한은 3년이다. 과정이수후 학교 고유의 학위를 받게
되며 국가학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입학시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포트폴리오는 요구되지 않는다.
www.icart-photo.com
-주소: 10, rue Baudin
92300 Levallois-Perret
-Tel. 01 47 48 00 10

Spéos
파리에 위치한 사진전문학교로 14개월의 유러피안 석사과정을 비롯하여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피
과정(32주), 썸머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버전으
로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www.speos.fr

*이 외에도 MJM 또는 Studio M과 같은 그래픽디자인 학교에서도 사진전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