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학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ESCP Europe, HEC 
Paris, EM Lyon Business School, ESSEC Business School 등의 학교들은 
2012년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최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프랑스 상경계 그랑제꼴이다.
또한 2012년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최상위 MBA에 HEC Paris, INSEAD, EM Lyon, 
EDHEC Business School, Grenobl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udencia 
Nantes 등의 프랑스 경영학교가 포함되어있다.

경영학은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모든 분야와 관련 있는 학문이다.

우선 무역, 관리 과정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개발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경계 
그랑제꼴에서는 연간 약 2,000-30,000유로 선까지 넓은 비용 폭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대학들은 경영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기업경영대학(IAE)에서도 전문석사 과정을 개설한 
국립대학들처럼 경영학 과정을 운영해 국립대학 비용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프랑스 상경계 학교와 학위과정은 국제/유럽 인증을 받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14개 교육기관이 AACSB(The Association of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인증을, 16개 프로그램이 AMBA(Association of MBAs) 인증을, 
16개 교육기관이 EQUIS(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인증을, 
8개 프로그램이 EPAS(EFMD Programme Accreditation System) 인증을 받아 
높은 교육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

█    경영학 관련 학문 분야
•  관리
•  무역
•  유통
•  경영
•  거버넌스
•  인사관리
•  시장
•  마케팅
•  생산
•  경영전략
•  판매

경영  Management

경영관리, 무역에서부터 창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1,000개 이상의 학과가 학사 
1-3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 항공우주, 농산물 가공업, 예술, 금융, 생명공학, 무역, 
통신, 건설, 문화, 에너지, 환경, 재무, 호텔 산업, 공업, 레저, 명품, 미디어, 사회의료, 패션, 
문화유산, 약학, 네트워크, 보건, 안전, 스포츠, 정보시스템, 기술, 관광, 운송, 와인 등

고등기술자격증(BTS, Bac+2)

금융, 무역, 통신,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약 15개의 고등기술자격증(BTS)이 있다. 
주로 기술 및 전문직업학교를 포함한 6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경계 고등기술 
자격증(BTS)을 부여한다.

학사(Bac+3)

대학
국립대학은 법, 경제, 경영 전공의 조직경영, 기업관리경영, 정보통신 기술경영, 
문화예술 기획경영, 이벤트 경영, 지식경제경영, 리스크 경영 등 200여 개의 국가학위 
전문학사(Licence professionnelle)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전공분야 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보험, 금융, 재무, 
무역(대형 유통), 인사관리(사회보장), 공업생산, 전기전자공학(조명관리), 관광호텔 
외식

기타 기술과학 전공 전문학사(Licence professionnelle)로는 산업 생산과 농산물 
가공 산업경영이 있다.

과학, 기술, 보건 전공 분야에서도 60여 개의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른 전공과정도 존재한다: 통신기술, 농업경제학, 건축 및 건설, 토목, 공업생산, 
의류업, 패션, 섬유산업, 물류 등

경영학교
사립교육기관에서 발급한 Bachelor 및 학사 수준의 학위 소지자의 경우 국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경계 그랑제꼴은 « Business 
and Management (경영관리) » 분야에서 30여 개의 Bachelor 과정을 제공한다.

사립경영학교와 교육기관은 사회사업, 이벤트마케팅, 경영 및 기업관리, 관광, 호텔, 
국제물류서비스에 관한 다른 전공도 개설했다. CCI 전문 Bachelor는 상공회의소 
소속의 학교들에서 개설한 62개의 학과에서 발급한다.

중소기업 경영전공 고등교육 유럽 학위는 일부 경영학교 및 사립경영교육기관 에서 
발급한다.

석사(Bac+5)

석사 1년차에 40여 개의 전공을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는 석사 수준의 약 1,000여 개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 4년차에 준한다.

대학

전문석사(Master professionnel)
법, 경제, 경영 전공 40여 개의 전공 세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  조직 및 기업 관리: 행정, 금융, 재무(감사, 관리), 문화(예술, 문화유산)
•  보건관리(보건 및 사회기관)
•  호텔 및 레저, 관광
•  물류, 전략, 국제국토개발
토지, 환경, 법 분야의 일반 학사 소지자는 과학, 기술 및 보건 분야의 30여 개의 전문석
사(Master professionnel)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연구석사(Master recherche)
•  생물학 분야(생태계, 미생물학, 의학 및 보건)
•  법학
•  경제경영학(공법, 사법, 경영법 및 위험 관리)
•   환경 및 영토학(지하수, 지질과 지하수를 연구하는 수리지리학, 화학, 물리학, 

하이드 공학)
•   인문사회과학(사회와 영토에 관한 역사와 지리학, 경영, 개발, 지질공학, 토목공학)

그랑제꼴
그랑제꼴은 70개 이상의 수료증과 사립교육기관학위를 발급한다. 40여 개의   
그랑제꼴 협의회(CGE) 소속 학교는 석사 등급의 학위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http://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special_1_MESR/85/1/Listes-

des-diplomes-grade-master_133851.pdf

MBA는 그랑제꼴에서 제공하는 과정으로 국제적 입지가 높은 학위이다. 고위간부, 
엔지니어, 관리자, 국제경영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AACSB, AMBA, EPAS, EQUIS 등 다양한 국제/유럽 인증은 국제적 인증을 
보증하는 표식이다. 따라서 학생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하며 학비 또한 매우 비싸다 
(연간 1만 유로 이상 수준).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cor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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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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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    Normandie innovation management entreprise consommation
 (IAE - Université de Caen Basse-Normandie)

http://www.univ-rouen.fr/LNIME/0/fiche_SGR__structure
█    Pôle de Recherche Interdisciplinaire en Sciences du Management 

de l’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PRISM)
http://prism.univ-paris1.fr

█    그랑제꼴 협의회 CGE-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www.cge.asso.fr

█    상경계 그랑제꼴 Écoles de management et de commerce
www.isg.fr/École+management

█    CTI, Commission des Titres d’Ingénieurs
www.cti-commission.fr

█    IEA, Écoles universitaires de management
www.reseau-iae.org

█    Formations enseignées en anglais(plus de 300)
www.campusfrance.org/fr/page/les-formations-enseignees-en-anglais

<프랑스 어>
administration, commerce, conduite du changement, décision, distribution, écoles 

universitaires, encadrement, éthique, études de marché, finance, gestion, gestion du 

risque, gestion de projet, gouvernance, Grandes écoles, IAE, innovation, intelligence 

économique, logistique, marché, marketing, négociation, opérationnel, organisation, 

processus, production, qualité, ressources humaines, sécurité, stratégie

<영어>
Administration, decision, distribution, economic and business intelligence, ethics, 

finance, governance, grandes écoles, human resources, IAEs (university-based institut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novation, logistics, management, market analysis, 

marketing, negotiation, operations, organization, process, production, project 

management, quality, retailing, risk management, safety and security, staffing strategy, 

trading, university business schools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최고경영자과정(EMBA)은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간부나 기업 
내 고위책임자직을 꿈꾸는 기업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엔지니어 학교
약 20여 개의 엔지니어 학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석사 수준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영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건설(계획, 품질관리, 자재), 에너지(석유, 가스/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모델화, 콘셉트 경영, 리스크 산업, 포괄적 물류공정, 환경 
관리 과정), 정보(정보복합단지 시스템 구축), 산업과정 환경 관리, 기술, 보건

전문 마스떼르(Mastère Spécialisé)

경영학교와 엔지니어 학교
CGE(그랑제꼴 협의회: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에 의해 인증되고 발급되는 
상경, 이공계 그랑제꼴의 학위 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전문 마스떼르 과정은 
고등교육 6년차에 해당하는 전문성 또는 복수학위 수준을 요한다.  

보통 엔지니어 학위, 상경계 학위 소지자들을 선발하며 타 전공에서 고등교육 5년차 
수준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선발하기도 한다.

180여 개 이상의 특수학위가 경영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  
 관리, 항공, 농학, 예술, 무역, 통신, 디자인, 유통, 환경, 재무, 국제경영기획, 부동산, 
산업, 정보, 엔지니어, 혁신, 경제지식, 기관, 문화유산, 품질, 인사부, 리스크, 보건, 
서비스, 스포츠, 정보시스템, 기술, 관광, 운송

전문 마스떼르 과정에서는 75 ECTS(유럽 학점교환체제)를 이수해야 한다.

█    Économie, Management et Mathématiques de Cergy(EM2C) (ED 405)
www.adum.fr/as/ed/IED/page.pl?page=edem2c

█    Sciences du Management - Gestion - Organisation - Décision - 
Information(GODI)
http://edsdo.univ-paris1.fr

█    Sciences Economiques, Sociales, de l’Aménagement et du
Management(SESAM)
http://collegedoctoral.pres-ulnf.fr/?id=79

█    Centre de recherche clermontois en gestion et management(CRCGM)
www.crcgm.fr

█    Centre de recherche en économie et management(CREM)
 http://crem.univ-rennes1.fr
█    Centre de recherche en management de Touraine(CERMAT)
 http://cermat.iae.univ-tours.fr
█    Centre d’économie et management de l’Océan indien(CEMOI)
 http://cemoi.univ-reunion.fr
█    Dauphine Recherches en Management(DRM)
 www.drm.dauphine.fr
█    Groupe de Recherche Angevin en Economie et Management  
 (GRANEM)
 http://ead.univ-angers.fr/~granem08/?lang=fr
█    Groupe d’études et de recherches en management des entreprises 

(GERME)
 http://droit.univ-lille2.fr/index.php?id=142
█    Laboratoire d’Economie et de management

www.univ-nantes.fr/18762074/0/fiche___pagelibre
█    Laboratoire de modélisation et de management des organisations(LM2O) 

de l’École centrale Lille
http://lm2oserver.ec-lille.fr/LM2OserverPloneSite

█    Laboratoire de Recherche en Management de l’Université de   
 Versailles Saint-Quentin-en-Yvelines(LAREQUOI)
 www.uvsq.fr/laboratoire-de-recherche-en-management-larequoi--9660.kjsp
█    Laboratoire en Socio-Psychologie et Management du Sport(SPMS)

http://spms.u-bourgogne.fr

박사과정 및 연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