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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에 위치한 6개의 건축학교 중에서 베르사이유 건축학교
는 특히 고유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유적인 베르사
이유 성 맞은편에 있고, 파리도심과도 근접하며 동시에 도심외곽 
시가지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위치
성은 다양한 탐구활동을 가능케 한다.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활
발히 변화하고 있는 외곽지역과 완전히 자연상태인 지역까지 접
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베르사이유 성 안의 문화유산으
로 지정된 건물에 위치한다.

베르사이유 건축학교는 활발한 국제 교류와 지역내 여러 기관과
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부응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잡지 
및 여러 간행물 발간과 행사, 전시, 컨퍼런스, 학회 등의 활동을 
통해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라 마레샬르리 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과 건축에 관련된 전시회
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다.

학업과정 구성

 1기 및 2기 과정 (학,석사과정)

■   정원, 문화재, 조경 석사
파리 1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건축가학위
(DEA) 소지자 또는 조경, 토목공학, 미술사, 지리학, 도시계획 등
의 전공의 석사 1년차 이수자를 대상으로 21명을 선발한다. 기
간은 1년이며, 공동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3학기까지 진행된다.

정원과 조경은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 식물과 자연적인 변화과
정을 활용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목
적은 학생들이 창조적, 비판적, 역동적인 시각을 통해 보호와 
재구성, 재발견이 필요한 공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있다.

■   건축지역사회문화사 석사
베르사이유 대학과의 공동과정으로 건축가학위(DEA)를 취득
한 학생 또는 미술사, 문학, 인문학 학사소지자를 대상으로 40
명을 선발한다. 수업 연한은 2년이다. 복수과정으로 진행할 시 
5년차 건축학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
이 석사과정은 19~20세기 건축 및 도시계획 역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며, 관련 지식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데생과 묘사분석 등의 건축과 미술사 관련 
구체적인 실기도 하게 된다. 

■   친환경 건축과 에코 까르티에 (éco-quartier) 석사
베르사이유 대학과의 공동과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공의 석사 
1년 이수자 또는 지리, 경제, 사회학 전공의 석사 1년 이수자를 대
상으로 총 28명을 선발한다. 수업 연한은 1년이다.
이 석사과정은 ‘도시계획, 건설, 개발’의 세 가지 테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전공하게 되며, 강의/실습으로 이루어지는 학제간 과정
이다. 

■   국가 도시계획-건축가 선발시험 준비과정
15명의 연수생을 선발하며, 매년 10월 말부터 1월 말까지 10
주간 선발시험을 준비한다. 

 3기 과정

베르사이유 건축학교는 ‘문화, 관제, 기관, 지역 고등 박사교육원
(ED 538)’의 일원으로 산하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교육한
다. 또한 베르사이유 대학과 연계하여 건축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연구 분야

■   베르사이유 건축학교 연구소 (LéaV)
• 모더니즘과 역사, 건축, 도시계획, 사회 (AM : HAUS)
• 문화, 건축, 기술 (CAT)
• 혁신, 구상, 건축, 지속가능한 발전 (ICADD)
• 연구, 대도시, 건축, 정책 (r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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