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예술

Les arts appliqués

공예와 응용예술의 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공예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고급 목재가구 제조, 목재 조각, 타피스리, 보석세공, 또는
자수 작업실에서 일하는 장인이 되는 반면, 응용예술과 학생은 실내건축(실내장식,
가구 등), 시각 커뮤니케이션(그래픽, 출판, 광고 등), 패션예술(섬유, 스틸리즘, 패션
디자인 등)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보통 공예교육은 직업학교나
전문학교에서 바칼로레아 이전에 시작해서 Bac+2에서 끝나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반면, 응용예술교육은 공예교육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출발하며 공예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학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Bac+2 레벨에서 시작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 그래픽 예술 및 고등 건축전문학교
(École Professionnelle Supérieure d'Arts Graphiques et d'Architecture-EPSAA)
파리 시립학교이며 학교 웹사이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그래픽
예술부문의 지원 마감기한은 3월이다.
http://www.epsaa.fr
■ 까몽도 (CAMONDO)

Union des Arts Décoratifs(장식미술연맹)이 관장하는 사립학교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공별 설명서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lesartsdecoratifs.fr/francais/ecole-camondo
■ 고등예술기술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Arts et Techniques-ESAT)
사립학교로 자격요건은 바칼로레아 소지자여야 하며 면접 및 포트폴리오 심사
를 통해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실내건축/장식 과정은 4년이고, 그래픽/일러스트
레이션 과정은 3년이다. 책 디자인, 그래픽, 커뮤니케이션도 다룬다.
http://www.esat.fr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공예와 응용예술
공예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600가지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있는
INMA(국립공예연구소)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단기 공예교
육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견습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http://www.institut-metiersdart.org
응용예술 교육과정은 바칼로레아 이후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BTS(전문기술자
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3~5년 과정을 거쳐 예술학위 또는
고등예술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개 전공에 상관없이 문화부 산하의 예술학교에서 이루어진다(전공
별 설명서- 조형예술, 문화재, 디자인 참고).
본 자료에는 응용예술 교육의 기본방향 및 각 학교의 핵심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국립/사립학교만 소개되어 있다. 특히 국립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학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프랑스어 실력이 요구되며 입
학시험도 까다롭다. 사립학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연간 6,000~10,000 유로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사립학교 교육과정을 거친 후
에는 완벽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지고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향상되어 다음
과 같은 명문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ENSAD(국립고등 장
식예술학교), ENSBA(파리 국립고등 미술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국립고등 미술학교), École des Métiers de l'Image(영상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éation Industrielle(국립고등 산업공예디자인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Arts et Techniques(국립 예술기술학교), Écoles des
Beaux-Arts en région(지역별 미술학교), Écoles Nationales d'Architecture(국
립 건축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u
Théâtre(국립고등 연극예술연기학교) 등.
실내건축, 장식
■ 불 고등 응용예술학교 (École Supérieure d'Arts Appliqués Boulle)
프랑스 교육부 산하 학교이며 학교에서 지원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취득하고
자 하는 학위에 따라 실내건축 또는 가구 디자인 DSAA(응용예술학위)를 포함
하여 여러 레벨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http://www.ecole-boulle.org

도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 에스티엔느 고등 그래픽 예술산업학교
(École Supérieure ESTIENNE des Arts et Industries Graphiques)
교육부 산하의 학교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에 따라 조판, 커뮤니케이션 		
기법 DSAA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학교 웹사이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ecole-estienne.fr
■ 페닝겐 고등 그래픽예술 및 실내건축학교 (École Supérieure d'Arts 		

Graphiques et d'Architecture Intérieure PENNINGHEN)
사립학교로 바칼로레아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총 5년의 교육과정
중 1년은 학부준비과정이다. 그래픽예술(학위승인 요청 중)과 실내건축(레벨
2로 인정) 학위 과정이 있다.

http://www.penninghen.fr
■ 툴롱 유럽디자인 연구소 (Institut Européen de Design de Toulon)
상공회의소 산하의 사립 교육기관이다. Bac+2 소지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지
며 수업연한은 2년이다. 제품디자인이나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 학위과정
이 있으며, 영국의 샐포드 대학(Salford University)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이 있다.
섬유, 패션, 환경 디자인
■ 뒤페레 고등 응용예술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Arts Appliqués Duperré)
교육부 산하의 국립학교이며, 교육연한은 3년이다.
http://www.duperre.org
■ 루베 국립고등 응용예술 및 섬유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Arts Appliqués et du Textile de Roubaix)
Bac+2 수준의 응용예술 학위 소지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2년 과정의
DSAA 섬유디자인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원서류는 학교 웹사이트에
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esaat-roubaix.com
■ 국립고등 섬유산업디자인 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et Industries Textiles-ENSAIT)
국립 엔지니어학교이며 입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Bac+2(과학분야)
이상의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다.
http://www.ensait.fr

■ 부르고뉴 고등 응용예술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Arts Appliqués de Bourgogne)
국립학교이며 Bac+2 수준의 응용예술 학위 소지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DSAA 2년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은 실내건축,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원양식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lyc58-colas.ac-dijon.fr/%20LeSiteEsaab/pages/esaab.htm
■ 라 마르티니에르 (La martinière)
국립학교로 Bac+2 수준의 응용예술 학위 소지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2년의 섬유디자인 DSAA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지원양식은 학교 웹사이트에
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실내건축,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중에서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다.
http://www.lamartinierediderot.fr
■ IFM (Institut Français de la Mode)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Bac+4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3기 교육과정으로
섬유/패션경영과 패션디자인 두 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레벨 1 또는 이학석
사 Master of Science로 인정). 수업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http://www.ifm-paris.com
■ 파리 의상조합학교 (É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
사립학교이며 디자인에서 의상제작까지 총 3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접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http://www.ecole-couture-parisienne.com
■ 모다르 국제 의상학교 (Mod'Art International)
사립기관이며 3년 과정의 패션디자인은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2~3년의 패션
경영 과정은 Bac+2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다. 상하이 대학 내에 패션연구소를
개설하고 있다.
http://www.mod-art.org/site/en
시각 커뮤니케이션, 공간 디자인
■ 올비리에 드 세르 국립고등 응용예술 공예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Appliqués et des Métiers d'Art Olivier de Serres-ENSAAMA)
본인이 희망하는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DSAA 3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실내건축, 시각커뮤니케이션, 산업디자인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http://www.ensaama.net
■ 고등 시각 커뮤니케이션 학교 (École Supérieure de la Communication Visuelle)
사립 교육기관이며 보르도, 파리, 엑상 프로방스, 낭트에 캠퍼스가 있다. 학부
준비반 과정에 들어가려면 바칼로레아를 소지해야 하며, 3년 고급과정에 들어
가려면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http://www.ecv.fr
■ 마리즈 엘루아 학교 (École Maryse Eloy)
사립학교로 4년 정규과정의 그래픽, 멀티미디어, 출판, 광고 디자인 전공과정
이 있다.

■ 꽁데 학교 (École de Condé)
사립학교이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 주로 BTS(전문기술자격증) 과정이나 미술
학교 준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http://www.ecoles-conde.com
■ 고등 예술학교 (Institut Supérieur des Arts-IESA)
유럽의 사립교육기관으로, 파리, 런던, 피렌체, 브뤼셀에 미술품 시장, 문화,
이벤트, 멀티미디어 3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수업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된다.
http://www.iesa.fr
외국학생 프로그램
불(École d'arts appliqués Boulle), 뒤페레(Duperré), 에스티엔느(Estienne) 		
응용예술학교, 그리고 ENSAAMA는 Bac+2나 Bac+3을 소지한 외국학생을
위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심사에 합격하면
상기 네 개 대학 중 한 개 대학에서 6~12개월 동안 공부하게 된다. 		
과정 이수 후에는 수업의 종류, 이수한 수업시간, 담당교수 평가내용이 담긴 수료
증이 발급된다.
대학의 패션 석사과정
문화관련 기업 경영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많지만(전공별 설명서
‘문화경영’ 참고), 이 중에서 패션 전공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두 개뿐이다.
■ 리옹 2대학 (Université LyonⅡ)
패션디자인 석사 과정, Bac+4 소지자 지원 가능
http://www.universite-mode.org/site
■ 마른 라 발레 대학 (Université de Marne-la-Vallée)
명품 및 공예산업 경영 석사과정, 최소 Bac+4 소지자 지원 가능
http://www.univ-mlv.fr

유용한 사이트
■ 대학별 일반예술 및 응용예술 분야 사이트
http://www.culture.gouv.fr/culture/infos-pratiques/formations
■ 패션 관련 사이트
http://www.modefashion.net
http://www.modeaparis.com
■ 검색엔진
http://www.cndp.fr
http://www.metiersdart-artisanat.com

http://www.ecole-maryse-eloy.com
일반학교
■ 크레아폴 (CREAPOLE)
사립학교로 응용예술, 실내건축, 패션, 디자인 분야의 5년 교육과정을 보유하
고 있으며,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다. 면접 시 지원동기 및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외국학생을 위해 집중 언어학습과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http://www.creapole.fr
■ 고등 응용예술 학교 (L'Institut Supérieur des Arts Appliqués-LISAA)
사립교육기관이며 패션, 섬유디자인은 2년,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인터넷은
2~3년, 실내건축과 디자인은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칼로레아 소지
자에게 지원자격이 있으며 전형은 포트폴리오 심사 및 면접으로 진행된다.
과정 이수 후 레벨 3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는다.
http://www.lisaa.com
■ 고등 현대예술 디자인학교
(École Supérieure des Arts Modernes-ESAM Paris)
사립학교이며,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면접으로 		
진행되고, 실내건축과 시각디자인 3년 과정이 있다.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kore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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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ampusfrance.org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

http://www.esamdesign.com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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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