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스포츠는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7000명 이상의 전문 
스포츠인이 활동중에 있다. 따라서 전문 지도자, 감독 등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고위 
관리직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3천 4백만 명이 넘는 프랑스 인들이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전문인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다.
그 중에서 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관련 협회 및 사설기관으로, 지역 
아마추어 스포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Adidas, Nike 등과 같은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와 Décathlon, Go Sport 
등의 배급회사들 또한 판매, 프로모션, 마케팅 등에 필요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스포츠는 스포츠 경기, 경영, 상업성, 커뮤니케이션 등을 모두 아우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과 노하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관련 직업   
운동 선수, 체육 지도자 및 체육 교사, 코치, 스포츠 클럽 운영자, 스키, 유도,  
테니스등의 코치, 트레이너, 체육 교육학 교수 등

스포츠  Sports

대학에서의 스포츠 분야 교육과정은 체육교사 및 트레이너 양성, 스포츠 관련 협회
경영을 위한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STAPS(Sciences et Techniques d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라고 불리는 전공 학부에서 다루고 있다.
초기 STAPS는 체육교사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스포츠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TAPS 커리큘럼
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며, 나머지는 인문사회과학과 생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사과정을 마친 후에는 직업석사 또는 연구석사를 선택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    재학생수 : 32,194명 (학사 25,436명 , 석사 6,266명, 박사 492명 - 2010년 기준)
█    STAPS 재학생 중 여학생수는 32%를 차지하고 있다.
█    전공별 학생수

- 체육교육 45 %   - 응용체육 및 보건 12 %
- 스포츠 매니지먼트 13 %  - 트레이닝 15 %
- 직업전문학사 및 기타 15 %

대학에서 제공되는 실무교육으로는 스포츠 활동 강사 및 매니저를 양성하는 DEUST
2년 과정과 매니지먼트,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용품 산업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산업학사(Licence professionnelle)와 산업석사(Master professionnel)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 IUP(Instituts universitaires professionnalisés)에서는 
3년에 걸친 기술교육을 하며, 경우에 따라 관광과 레저 분야 과정에서 세부 전공으로 
스포츠 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TAPS의 연구 과정은 컨셉에 따라 인지 신경과학, 문화인류학, 정신신체 의학 등을
다루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킨 학제적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생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이론과 모델, 추론 등을 통해 신체 상태와 운동 성과에
대한 복합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 장애 또는 체력 저하에 따른
정신 생리학의 메카니즘과 개인별 신체적응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연구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다.

박사과정 학교

█    고등 박사교육원 463 : Sciences du mouvement humain
www.edsmh.univ-mrs.fr/

관련대학 : 엑스마르세이유 대학, 아비뇽 대학, 몽펠리에 1대학, 니스 대학, 뚤롱 대학
█    고등 박사교육원 456 : Sciences du sport, de la motricité et du mouvement 

humain
www.u-paris10.fr/7T/0/fiche___defaultstructureksup/&RH=rec_etu

관련대학 : 파리 5대학, 파리 11대학, 파리 10대학

스포츠 관련 학과별 홈페이지

█    피카르디 대학 
(Université de Picardie Jules Verne Faculté des Sciences du Sport)
www.u-picardie.fr/formation/sciences-technologie-sante/ufr-des-sciences-et-

techniques-des-activites-physiques-et-sportives-staps
█    끌레르몽페랑 대학 (Université Blaise Pascal UFR STAPS)

www.univ-bpclermont.fr/formation/domaine/STAPS.html
█    아비뇽 대학 (Université d'Avignon UFR Sciences exactes et de la nature 

Département STAPS)
www.univ-avignon.fr/fr/formations/choix/fiche/mention/staps/pratique.html

█    프랑쉬 꽁떼 대학 (Université de Franche Comté UFR STAPS)
http://u-sports.univ-fcomte.fr/

█    브레스트 대학 (Université de Bretagne Occidentale UFR Sport et Education 
Physique) http://formations.univ-brest.fr/recherche/staps

█    껑 대학 (Université de Caen Basse Normandie UFR STAPS)
www.unicaen.fr/staps

█    리토랄 대학 (Université du Littoral Côte d'Opale Département STAPS)
www.univ-littoral.fr/formation/fiches/master_staps.htm

█    에브리 발 데쏜느 대학 (Université Evry Val d'Essonne UFR Sciences 
Fondamentales et Appliquées Département STAPS)
www.univ-evry.fr/fr/l_universite/composantes/ufr_sciences_fondamentales_appliquees/departement_staps.html

█    페르피냥 대학 (Université de Perpignan UFR Sport Tourisme et Hôtellerie 
InternationaleDépartement STAPS) http://see.univ-perp.fr

█    그르노블 대학 (Université Joseph Fourier UFR APS)
https://aps.ujf-grenoble.fr/

█    툴롱 대학 (Université du Sud Toulon - Var UFR STAPS)
http://formation.univ-tln.fr/-UFR-STAPS-.html

█    사부아 대학 (Université de Savoie UFR CISM Département STAPS)
www.univ-savoie.fr

█    르망 대학 (Université du Maine UFR des Sciences et Techniques 
Département STAPS) www.univ-lemans.fr

█    아르투아 대학 (Université d'Artois UFR STAPS)
www.univ-artois.fr/L-universite/UFR-et-IUT/STAPS

█    리모쥬 대학 (Université de Limoges Faculté des Sciences et Techniques 
Département STAPS) www.sciences.unilim.fr/discipline/staps
█    마른 라 발레 대학 (Université de Marne la vallée UFR STAPS)

www.u-pem.fr/formations/loffre-de-formations
█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Université d'Aix-Marseille)

http://fss.univ-amu.fr/
█    로렌 대학 (Université de Lorraine)

http://scifa.univ-lorraine.fr/content/staps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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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DGE Business School (Marketing-Sport Event Management / 
International Sport & Event Management)
www.kedgebs.com/fr/type-program/les-masteres-specialises-msmscr

█    MBA ESG (MBA spécialisé en Management du Sport)
www.mba-esg.com/master-management-sport.html?utm_
source=meilleursmasters-smbg&utm_medium=ref-payant&utm_
campaign=2011-2012

█    ISC Paris (MBA Marketing et management du sport)
www.iscparis.com/formations/master-mba-specialises/programme-mba/master-

mba-marketing-management-sport/
█    파리 11대학 (Université Paris-Sud 11) – UFR STAPS (Master 

Management du sport)
www.u-psud.fr/fr/formations/diplomes/masters/management-du-sport.html

█    스포츠 경제, 법  Centre de droit et d’économie du sport (Master 2 
Droit, économie et gestion du sport)
www.cdes.fr/formations/presentation-des-formations-cdes

█    Toulouse Business School (MS Gestion des Institutions et des Activités 
Sportives)
www.tbs-education.fr/fr/formations/ms-msc/masteres-specialisesr-ms/gestion-

des-institutions-et-des-activites-sportives
█    ILEPS – École Supérieure des Métiers du Sport (Master professionnel 

Économie-Gestion, Sciences du management et métiers du Sport)
http://www.ileps.org/Master-d-Economie-et-Gestion/Institutionnel/

masterdeconomie-et-de-gestion.html
█    IAE de Toulouse (Master MANAGEMENT Spécialité Ingénierie et 

Management des Organisations Sportives - IMOS)
www.iae-toulouse.fr/1-37069-Specialite-Ingenierie-et-Management-des-

Organisations-Sportives-IMOS.php
█    보르도 대학 (Master professionnel Management et Ingénierie du sport 

Option Gestion des Entreprises Sportives)
www.u-bordeaux.fr/formation/PRK5S_152/master-professionnel-internationalise-

staps-specialite-management-et-ingenierie-du-sport-option-management-et-

ingenierie-des-sports-de-glisse-bayonne

█    스포츠 관련 전공 안내 사이트
www.c3d-staps.org

█    국립스포츠체육교육협회 (Institut national du sport et de l’éducation 
physique : forme les sportifs de haut niveau)
www.insep.fr

█    유럽스포츠네트워크 
(The European Network of Sport Science, Education & Employment)
http://enssee.digisource.pt/

█    루앙 대학 (Université de Rouen Faculté des Sciences du Sport et de 
l'éducation Physique)
http://staps.univ-rouen.fr/formation-staps-343617.kjsp?RH=1378140438360&

RF=1379595435006
█    몽펠리에 대학 (Université Montpellier1 Faculté des sciences du Sport et de 

l'éducation physique) 
www.umontpellier.fr/universite/composantes/facultes/ufr-staps

█    낭트 대학 (Université de Nantes UFR STAPS)
www.staps.univ-nantes.fr/81941059/0/fiche___pagelibre/

█    니스 대학 (Université de Nice Sophia Antipolis UFR STAPS)
www.unice.fr/ufrstaps/

█    오를레앙 대학 (Universté d’Orléans Faculté du Sport et de l'Education Physique)
www.univ-orleans.fr/staps/

█    파리 5대학 (Université René Descartes UFR STAPS)
www.staps.parisdescartes.fr/

█    파리 10대학 (Université Paris X - Nanterre UFR STAPS)
http://ufr-staps.u-paris10.fr

█    파리 13대학 (Paris13)
www.univ-paris13.fr/DUT-licence-master.html

█    파리 사클레 대학 (Université Paris-Saclay)
www.universite-paris-saclay.fr/en/education/master/human-movement-sport-sciences 

█    베르사이유 대학 (Université de Versailles Saint Quentin en Yvelines UFR 
Sciences Département STAPS)
www.uvsq.fr/les-formations-en-staps-234316.kjsp?RH=FORM2&RF=FORM2

█    보르도 대학 (Université Victor Segalen UFR STAPS)
www.u-bordeaux.fr/

█    푸아티에 대학 (Université de Poitiers UFR Sciences du Sport)
http://scsport.univ-poitiers.fr/

█    랭스 대학 (Université de Reims Champagne Ardenne UFR STAPS)
www.univ-reims.fr/formation/domaines/sciences-et-techniques-des-activites-

physiques-et-sportives,8180.html  
█    렌느 2대학 (Université de Haute Bretagne Rennes 2 UFR APS)

www.univ-rennes2.fr/suio-ip/formations-activites-physiques-sportivesuniversite-

rennes-2
█    릴 2대학 (Université Lille 2 Faculté des Sciences du Sport et de l'éducation 

Physique) http://staps.univ-lille2.fr
█    생테티엔 대학 (Université Jean Monnet Département STAPS)

http://portail.univ-st-etienne.fr/bienvenue/presentation/ufr-des-sciences-

dptstaps-211985.kjsp?RH=0702011033yr
█    스트라스부르 대학 (Université Marc Bloch UFR STAPS)

www.unistra.fr/index.php?id=18721
█    포 대학 (Université de Pau et des Pays de l'Adour Département STAPS)

http://web.univ-pau.fr/ENSEIGNEMENT/STAPS/spip.php?rubrique2
█    툴루즈 대학 (Université Paul Sabatier Toulouse UFR STAPS)

www.f2smhstaps.ups-tlse.fr/
█    발랑시엔느 대학 (Université de Valenciennes UFR des Sciences et des 

Métiers du Sport)
www.univ-valenciennes.fr/FSMS/la-filiere-management-du-sport-formations

█    낭시 대학 (Université Henri Poincaré UFR STAPS)
www.staps.uhp-nancy.fr/

█    리옹 1대학 (Université Claude Bernard UFR STAPS)
http://ufr-staps.univ-lyon1.fr/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과정

█    릴 2대학 (Université Lille 2) International Master in Sports Tourism 
Engineering(IMISTE)  http://imiste.univ-lille2.fr/

석사 및 MBA 추천 과정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Masters Management du Sport)
█    Audencia Nantes (MS Management des Organisations de Sport)

www.audencia.com/masteres-specialises/vous-etes-interesse-par/mos/pointsforts/

유용한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