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지수의 증감이나 기업간의 합병, 세금 감면과 같은 경제 정보들은 언제나 뉴스의 
일면으로 다루어진다. 경제학은 산업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모든 
활동을 두루 일컫는 용어이다. 또한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학문 영역으로 법, 경제, 
문화, 언어, 지역정치, 외교, 역사, 수학적 모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경제학 분야는 거시경제, 미시경제, 계량경제, 산업경제, 국제경제, 노동경제,
공공경제, 경제와 국제금융, 경제와 경영, 정치학, 재무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    경제학 관련 전공
경영, 행정 및 공공관리, 연대의 경제, 개발 원조, 지속가능한 발전, 법, 엔지니어링 등

█    활동 분야
기업 행정 및 전략, 재정 관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재무, 금융 및 보험, 회계, 분석, 
예측 경제학, 프로젝트 분석, 개발, 교육, 상업, 커뮤니케이션, 연구, 공공 정책, 
저널리즘 등

경제 Économie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국립대학 및 IAE (대학 부설 기업경영대학)

국립대학의 경우 1학년부터 경제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 2학년에서 경영 및 경제 전반에 관련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쌓은 후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경제학 전공을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심화된 지식을 얻기 
위해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석사 2년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세부 
전공 및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 
계획에 따라 연구 석사(Master recherche) 또는 산업 석사(Master professionnel)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산업 석사의 경우 기업에서의 연수(Stag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랑제꼴

상경계 그랑제꼴은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과정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상경계 그랑제꼴은 2년간의 그랑제꼴 
준비반(Classe Préparatoire)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그랑제꼴 학위를 수여한다. 외국 학생들의 경우 자국에서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2년의 석사학위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파리 정치학교(Sciences Po)의 경우 경제학부(Departement of Economics)에서 
4개의 경제학 석사 과정 – Economics / Economics and Business / Finance et 
Stratégie / Financial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을 비롯하여 외국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Dual degree)이 다수 제공되고 있다. 
http://econ.sciences-po.fr/academics

기타 교육 기관

█    Paris School of Economics
www.parisschoolofeconomics.eu/fr/ 

파리 경제 학교는 EHESS, ENS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여러 연구기관들의 통합과 
변화를 거쳐 창립되었으며, 경제학에 관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ENS, HEC, Paris 1대학, 에꼴 폴리테크닉, 파리테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교육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교육과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http://ecole.tse-fr.eu/ 

툴루즈 경제 학교는 대학 내에 경제학 그랑제꼴을 만들려는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툴루즈 1대학의 경제학부가 Ecole d’économie de Toulouse – TSE 라는 이름으로 
변모되었다. 학-석-박사 수준의 전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학 연구에 
있어서 그 명성이 매우 높다. 현재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중 
외국 학생은 700명에 이른다. 한국에서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지원 절차와 CampusFrance를 통한 국립대학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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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및 경영 분야의 연구는 현대사회의 이슈를 포괄하며,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연구작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여러 논의와 토론을 포괄한다: 
재무, 노동경제,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학 연구에서 
프랑스 학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프랑스는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프랑소와즈 케스네 François Quesnay, 쟝바 
티스트 쎄 Jean-Baptiste Say, 수리경제학의 레옹 발라 Léon Walras, 그리고 
1998년 시장이론 및 최적의 자원분배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파리광산학교 교수 
모리스 알레 Maurice Allais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경제학자들 가운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은 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툴루즈 1대학 공공경제 및 
산업경제학과 쟝 티롤 Jean Tirole 교수,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경쟁 및 공기업 
정상화 연구의 프랑수와 부르기뇽 François Bourguignon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불평등 해소에 관한 연구의 전문 세계은행 경제학자 그룹 대표단 등이 있다.

École d'économie de Paris(EEP)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분야 연구로 유명하며, 현재 EHESS의 디렉터인 Thomas Piketty가 총장을 
역임하였다. 영국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뽑힌 유럽 내 경제학 석사분야 Top 
10 학교 리스트에 HEC, ESSEC, ESC Grenoble, ESC Europe를 포함하여 총 6개의 
프랑스 학교가 순위에 올랐다. 파리정치학교(Sciences Po Paris) 학생 중 30% 이상이 
외국 학생이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    프랑스 경제학회 
Association Française de Sciences Économiques
www.afse.fr

█    에꼴 폴리테크닉 경영 연구소
Centre de recherche en gestion de l'école Polytechnique
www.crg.polytechnique.fr

█    파리 9대학, 재무경영 유럽 연구소
Centre de recherche européen en finance et gestion, Paris IX
www.crefige.dauphine.fr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www.cnrs.fr

█    경영학교육 연합
Fédération nationale pour l'enseignement de la gestion des entreprises
www.fnege.net

█    전략연구재단
Fondation pour la recherche stratégique
www.frstrategie.org

█    국립 통계경제연구원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www.insee.fr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www.economie.gouv.fr/ 

<프랑스어>
administration, achat, affaires, agroalimentaire, aménagement du territoire, analyse,

analyse financière, assurances, audit social, banque, bourse, calcul économique,

commerce international/électronique, commercialisation, communication, compétences,

concurrence, conseil, contrôle de gestion, coopération, création d’entreprise, culture,

diagnostic, distribution, droit, développement, développement durable, diplomatie,

e-business, économie de l’entreprise/de l’environnement/de la santé/des

organisations/du développement/du travail/européenne/industrielle/internationale/

publique/territoriale, économétrie, encadrement, entrepreneuriat, environnement, Europe, 

évaluation, finance de marché, géographie, géopolitique, gestion, financière, 

globalisation, gouvernance, gouvernement, histoire, industrie, informatique, ingénierie, 

innovation, intelligence économique, internationale, journalisme, lettres, libertés,

logistique, management, marketing, migrations, monde, mondialisation, monnaie,

négociation, organisation, parlementaire, performances, politique, presse, recherche,

réformes, relations, ressources humaines, services, société, sociologie, statistiques,

stratégie

<영어>
administration, agri-food industry, analysis, banking, business, commercialization,

communication, competition, computer science, consulting, culture, currency,

development assistance, diagnostic, distribution, growth, diplomacy, e-commerce and

e-business, econometrics, economic freedoms, economic intelligence, economics of the

firm (of the environment, of health, of labor), economic computation, electronics,

engineering, entrepreneurship, entreprise creation, environment, Europe and European

economy, evaluation and assessment, executive staffing and recruitment, finance,

financial analysis and management, geography, geopolitics, global economy,

globalization, government, governance, history, human resources, industry, insurance,

international innovation, international, journalism, land-use planning, law, logistics,

management and management control, market finance, marketing, migration,

negotiation,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parliament, performance,

politics, press, purchasing, reform,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services, skills, social

analysis, society, sociology, statistics, stock exchanges, strategy, sustainable

development, trade

세계속의 프랑스 경제학

유용한 사이트    

연구 분야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