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는 언제부터 교육학 학사 과정이 제공되어왔을까? 답은 1967년이다.
1967년, 보르도(Wittwer)와 깡(Mialaret) 그리고 소르본(Debesse)대학에서 
최초로 교육학 학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그 후 다른 대학들도 교육학과를 개설하였 
으며, 현재 교육학 과정은 대학에서의 다른 전공들과 완전히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교육학은 다양한 전공들로 구성된 학문이다. 교육제도 및 체계학은 서로 다른  
 인문학의 개념과 그 방법론에서 기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 

- 둘째, 교육 분야는 실질적인 교육과 제도가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분야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숙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학은 학업 과정 이수 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시한다. 일부는 이론적 지식, 
실무 연구 및 학위를 위한 목적을, 또 다른 일부는 진로 전환 또는 승진 및 경력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활동 분야: 교직,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 사회업, 공무, 진로 상담, 교육 컨설턴트,   
사회문화 애니메이터, 교육자

교육학  Sciences de l'éducation

현재 교육학 과정은 학사에서 박사까지 제공되며 교육학과 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인문/사회학과에서도 교육학 전공 학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육학은 학사 3년 차부터 전공으로 채택할 수 있다.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육 컨텐츠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공동 목적으로 한다. 교육학 학사에서는 사회학, 심리학 및 구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지도, 성인을 위한 교육, 사회적 관계 또는 조직적 
관계와 같은 과정 중 주관심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 연구석사 또는 전문석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중 교직은 석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는 논문 통과 이후 박사학위 (Bac+8)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학 과정은 철학, 교육심리학과 사회학, 가정교육 또는 교과목별 교육법과 같이 
넓은 스펙트럼의 전문과정들과 이론적 방향을 담당하는 수백여 명의 교육-연구자 들을 
아우르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교육학 연구는 교수법,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심리학과 같은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있다. 

교육학이 가장 선호되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 제도 및 지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교과목별 교육, 기초과정, 전문과정, 평생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학 연구의 목표는 교육기관 또는 관련 교육기구에서의 지식 전달을 위한 인간의 
활동, 학생들의 학업 환경, 학생-선생님-지식간의 상호 교류에 관련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리스트>
█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Aix Marseille)
 http://formations.univ-amu.fr
█    보르도 대학 (Bordeaux)
 www.u-bordeaux.fr/
█    껑 대학 (Caen)
 www.unicaen.fr/sc-homme/
█    파리 에스트 크레테이 대학 (UPEC)
 http://sess-staps.u-pec.fr/
█    부르고뉴 대학 (Bourgogne)
 http://sciences-humaines.u-bourgogne.fr/
█    그르노블 2대학 (Grenoble)
 http://shs.upmf-grenoble.fr
█    리모쥬 대학 (Limoges)
 www.flsh.unilim.fr
█    로렌 대학 (Lorraine)
 www.univ-lorraine.fr/content/campus-lettres-et-sciences-humaines
█    파리 10대학 (Paris Ouest Nanterre)
 http://ufr-spse.u-paris10.fr
█    낭트 대학 (Nantes)
 www.univ-nantes.fr
█    파리 5대학 (Paris Descartes)
 www.shs.parisdescart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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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사이트

█    렌느 2대학 (Rennes)
www.univ-rennes2.fr/ufr-sciences-humaines

█    파리 8대학 (Vincennes Saint-Denis)
www.univ-paris8.fr/

█    쌩테티엔 대학 (Saint Etienne)
http://portail.univ-st-etienne.fr/03/0/fiche___defaultstructureksup/

█    스트라스부르 대학 (Strasbourg)
http://sc-educ.unistra.fr/

█    툴루즈 2대학 (Toulouse)
www.univ-tlse2.fr/accueil/formation-insertion/decouvrir-nos-formations/licence-

 sciences-de-l-education-330905.kjsp?RH=UTM

█    교육학 교수 및 연구원 연합 
www.aecse.net/ 

█    CIEP –교육학 국제센터
www.ciep.fr 

█    CEDEFOP –실무교육개발 유럽센터
www.cedefop.europa.eu/default.asp 

█    CIDREE - 교육개발 및 연구 유럽기관 연합
www.cidree.org 

█    교육학 관련 자료 및 사이버 과정
www.sciencedu.org

█    NESSE -사회과학 교육학 과정의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
www.nesse.fr 

█    교육학 잡지
www.erudit.org/revue/rse/2009/v35/n1/index.html 

█    교육연구센터 – Paris 10대학
www.u-paris10.fr/cref/0/fiche___laboratoire

█    ESCOL 연구 그룹 – Paris 8대학
www.circeft.org

█    INRP – 교육학 연구 국립 기관
www.inrp.fr 

█    대학내 과학 및 기술 교육 연구원 (LIREST) 
- 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Cachan

 www.stef.ens-cachan.fr/

키워드 검색

<프랑스어>
accompagnement, activités culturell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adultes, 

agrégation, animation, apprentissages, arts, collège, communication, conseiller principal, 

dans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droit, école, éducateur, éducation, enfants, 

enseignement, formateur, formation continue - FLE, formation professionnelle - 

humanités, IUFM, jeunesse, langues, lettres, loisirs, lycée, maître, médiations sociales, 

milieu urbain, motricité, multimédia, musique, pédagogie, philosophie, politique de la 

ville, professeur, psychologie, ressources humaines, santé, sciences de l’éducation, 

sciences de l’homme et du comportement, sciences humaines, sport, surdité, TICE - 

travail social

<영어>
adults, arts, children, communication, continuing education, counselor, cultural activity, 

conflict resolution and mediation, dance, deafness, educator, education, educational 

sciences, facilitator,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health, human and behavior sciences, 

humanities, human resources, ICTs for education, instructor, languages, law, literature, 

motor skills, multimedia, music, pedagogy, philosophy, physical education and athletics, 

practical training, primary/elementary school, professor, psychology, recreation and 

leisure, secondary school, skill development, social work, student support, teacher, 

teacher training and certificatio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trainer, urban policy, 

vocational training, yo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