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유산 도자기 예술부터 현대 미술 그리고 현대 디자인까지
프랑스 일곱 개의 고등 국립 예술학교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리모주 고등 국립
예술학교, ENSA Limoges는 미술 그리고
디자인, 두 전공 분야에서의 학사(L, DNA)
와 석사(M, DNSEP) 미술 학위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3주기 연구 프로그램(D, post-diplôme)
에 참여할 외국인 신진 작가들을 모집합니다.
엔사 리모주ENSA Limoges는1881년 리모주
Limoges에 설립 된 국립 장식 예술 학교와
1868년 아드리앙 뒤부쉐Adrien Dubouché
에 의해 창립된 예술 도립 학교, 이 두 학교의 뒤를 계승하는 학교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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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건축 유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엔사 리모주는 현재 1994년에 건축가
니콜라 미슐랭Nicolas Michelin과 핀 지펠Finn Geipel이 설계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진은 자기(磁器) 제조 전문 지식(도자기, 도예,
마이젠탈Meisenthal 국제 유리 예술 센터와 협력하여 만든 유리, 세라믹
및 유리 장식)에 주력하며, 가장 개방적인 현대 창작의 복수 분야 ―회화,
사진, 비디오 및 영화, 멀티미디어, 3D, 컴퓨터 그래픽 ; 조소, 목제, 구성 ;
오브제, 모형, 보석 ; 섬유, 염색 ; 편집-인쇄, 그래픽 아트, 출판, 인쇄 기술―
를 학생들이 직접 발견하고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동반합니다.
프랑스 일곱 개의 고등 국립 예술학교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리모주
고등 국립 예술학교, ENSA Limoges는 미술 그리고 디자인, 두 전공
분야에서의 학사(L, DNA)와 석사(M, DNSEP) 미술 학위 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3주기 연구 프로그램
(D, post-diplôme)에 참여할 외국인 신진 작가들을 모집합니다.
엔사 리모주ENSA Limoges는1881년 리모주Limoges에 설립 된 국립 장식 예술
학교와 1868년 아드리앙 뒤부쉐Adrien Dubouché에 의해 창립된 예술 도립 학교,
이 두 학교의 뒤를 계승하는 학교입니다. 20세기의 건축 유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엔사 리모주는 현재 1994년에 건축가 니콜라 미슐랭Nicolas Michelin과 핀 지펠
Finn Geipel이 설계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진은 자기(磁器) 제조
전문 지식(도자기, 도예, 마이젠탈Meisenthal 국제 유리 예술 센터와 협력하여
만든 유리, 세라믹 및 유리 장식)에 주력하며, 가장 개방적인 현대 창작의 복수
분야 ―회화, 사진, 비디오 및 영화, 멀티미디어, 3D, 컴퓨터 그래픽 ; 조소, 목제,
구성 ; 오브제, 모형, 보석 ; 섬유, 염색 ; 편집-인쇄, 그래픽 아트, 출판, 인쇄
기술― 를 학생들이 직접 발견하고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동반합니다.

이 교습은 예술, 이론 및 기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약 40명의 현대
창작인들의 공동 지도 체제로 운영됩니다. 엔사 리모주는 학생 200 명을 수용
가능한 평방7,500m2의 모듈식 아뜰리에를 소유하며 학생들이 유럽에서 유일한
500m2 크기의 아뜰리에로 구성된 환경에서
굽기 작업(화술火術), 세라믹 연구 실험 및
도자기 작업을 전용 최첨단 기술 장비 혜택을
받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3D 프린팅, 조형, 주형 제조,
성형, 주조, 유약 및 굽기 단계, 이 모든 도자기
제작 공정 작업을 가능케하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체 장식 및 현대 보석을
주제로 진행되는 «POP bijou» 클래스와7명의
교사로 구성된 편집 클래스(인쇄 및 출판)를

홈페이지 :
www.ensa-limoges.fr

연락처 :
에라스무스(Erasmus)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 josiane.pradoux@ensa-limoges.fr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 karine.archer@ensa-limoges.fr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교육 융합을 지향합니다.
엔사 리모주는 리모주 대학 캠퍼스 내 공립 대학 식당, 문과대학 그리고
사회학과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모주 대학과 협업하여 «현대 창조와 문화
산업»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매년
레지던트, 워크샵,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에 약 60명 외부인의 초청합니다.
아티스트, 디자이너, 철학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문필가, 금은세공사,
연구원, 미술 교사, 기업가 등 프랑스와 에라스무스Erasmus 네트워크, 중국,
핀란드, 독일, 일본, 콜롬비아 그리고 모로코 등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수백 명의 파트너를 모집하여 기본지식과 전문 지식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교육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예술 및 디자인 학교, 대학, 기술전문학교, 예술
센터 및 박물관, 미술관, 미디어센터, 극장, 영화관, 오페라, 출판사, 신생 기업
또는 산업 및 공업 분야와의 강력한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파트너 사들 중에는 바씨비에르Vassivière 예술센터,
메막Meymac 예술센터, 호쉬슈아르Rochechouart 예술센터 그리고 생 이히유
라페르쉬Saint-Yrieix-la-Perche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큰 아티스트북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엔사 리모주는 학생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배포하기 위해
매년 프랑스와 해외에서 열리는 수십 개의 전시회 및 수학 여행을 기획합니다.

문화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는 공립학교 엔사
리모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