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치학은 대학 내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 학문이다.  
초기에는 전쟁, 평화에 관한 역사나 전략가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과 동일시되었다. 
그 다음에는 국제무대에서 전략가의 계보를 잇게 된 외교관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과 혼용되었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시되다 보니 
이후 외교사에 대한 연구가 급부상한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대대적 전파를 위한 방법, 상품처럼 사상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능력, 기존에 권력의 상징이었던 영토정복을 대신할 새로운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민국가의 개념은 점차 퇴색하게 된다.

인간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형태는 과연 
한계에 직면한 것일까? 적어도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나 NGO(비정부기구)와 같은  
국제사회의 주역들은 그렇다고 여길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이라는 주체는 기존의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를 빌어 일정 역할을 유지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시험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국제정치는 여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으로 법학, 경제학, 국제분쟁, 문화, 
언어, 지정학, 역사, 수학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학문이다. 또한 
국제정치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수한 시스템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매번 일정 이론의 허구성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정치학 | 국제관계

대학

대학의 경우, 국제법, 정치학 및 국제관계 전공과목을 대개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관련분야(목표하는 학위의 종류에 따라 법, 정치학, 경제, 역사, 혹은 
때에 따라 지리학까지 허용)에 대한 3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한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프랑스 대학 내에는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석사학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국제법과 정치학 및 국제관계 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미앙 대학 : 정치 이론과 실제, 유럽과 세계   www.u-picardie.fr 
█    보르도 4 대학 : 글로벌 안보, 정치적 사고와 변천   www.u-bordeaux4.fr
█    세르지 퐁투와즈 대학 : 국제경제관계법, 국제경제와 경제정책    

www.u-cergy.fr
█    클레르몽페랑 1 대학 : 현대국제정치   www.u-clermont1.fr 
█    그르노블 2 대학 : 국제학과 유럽학, 세부전공에는 국제 및 유럽법무직,   
 국제안보와 방어, 국제법과 유럽법   www.upmf-grenoble.fr
█    릴 2 대학 : 방위와 국가 및 유럽 안보,  국가활동법, 국제법, 정치학   
    www.univ-lille2.fr 
█    리옹 3 대학 : 국제적 전문성, 국제기구, 불어권과 세계화, 국제관계, 국제안보 및 방위      

www.univ-lyon3.fr
█    마른 라 발레 대학 : 비교정치문화, 지정학과 연구  www.univ-mlv.fr 
█    낭시 2 대학 : 공법-정치학, 유럽학(6개 전공분야)   www.univ-nancy2.fr
█    니스 대학 : 유럽 및 국제관계  www.unice.fr 
█    파리 1 대학 : 국제법과 국제기구, 국제경제법, 국제행정, 비교법(7개 전공분야), 

정치학(국제관계 포함 3개 전공분야)   www.univ-paris1.fr
█    파리 2 대학 : 국제공법, 국제관계법, 국제관계, 국제행정, 정치학, 방위, 전략지정학과 

산업역학, 법과 안보전략   www.u-paris2.fr 
█    파리 5 대학 : 국제실무학, 전공분야: 법과 개발정책, 수출 실무와 법, 의사결정을 위한 

예측방법, 예측과 전망에 관한 실무   www.univ-paris5.fr
█    파리 8 대학 : 유럽학과 국제학(4개 전공분야), 지정학(2개 전공분야), 유럽-지중해 

관계, 마그렙(북아프리카 지역) 세계, 정치학  www.univ-paris8.fr
█    파리 9 대학 : 경제와 경제와 국제업무(3개 전공분야), 유럽정치학, 정치이념과

현대세계의 지성  www.dauphine.fr
█    파리 10 대학 : 국제 및 유럽 경제관계법, 비교정치사회학     
 www.u-paris10.fr 
█    파리 11 대학 : 국제 및 유럽 활동(3개 전공분야), 외교와 전략적 협상    

www.jm.u-psud.fr
█    파리 13 대학 : 전략학, 유럽법과 국제법  www.univ-paris13.fr
█    뽀 대학 : 유럽 및 세계의 경제적 통합, 국제 협력, 유럽의 사법적 통합  

www.univ-pau.fr
█    뿌아띠에 대학 : 법, 안보, 방위, 근·현대 제도사   www.univ-poitiers.fr 
█    렝스 대학 : 중앙 및 서유럽 전문가 양성, 아프리카 민·관 행정가 양성  

www.univ-reims.fr
█    렌느 1 대학 : 법과 유럽정책 관리, 국내공법과 국제공법, 정치학, 유럽학   
 http://formations.univ-rennes1.fr 
█    스트라스부르 3 대학 : 정치와 사회(3개 전공분야), 국제관계(2개 전공분야), 

유럽학(3개 전공분야)  www.unistra.fr
█    뚤롱 대학 : 유럽-지중해관계 실무, 유럽-지중해지역의 안보와 방위  

www.univ-tl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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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RIS(국제전략관계사립기관, Institut privé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stratégiques)파리 : 대학교육 4, 5년에 상당하는 국제관계, 경제와 국제관계, 
유럽전략문제 및 지자체의 국제활동 전공 고등교육민간학위 취득 과정.  
www.iris-france.org

카톨릭 대학

카톨릭 대학에서도 국제법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릴 : 국가활동법 전공 법학 전문석사과정(2개 전공분야)    

www.univ-catholille.fr 
█    파리 : FASSE / AUP 공동 학위 (M2) - 분쟁의 사회학/국제업무 예술석사, 분쟁관리와 

시민사회개발 ; 지역지정학 연구석사; 유럽관계 전문석사    
www.icp.fr/fasse

█    외무부: www.diplomatie.gouv.fr
█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www.ifri.org
█    국제학연구센터: www.ceri-sciencespo.com
█    전략연구재단: www.frstrategie.org
█    국제관계 및 전략관계 기관: www.iris-france.org

프랑스어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publique, agro-développement, Allemagne, aménagement,
Asie, citoyenneté, collectivités, communication, confl its, coopération, crises, défense,
développement durable, diplomatie, droit, environnement, Etats-Unis, Euro-Méditerranée,
Europe, évaluation, fiscalité, francophonie, géopolitique, gestion publique, gouvernance,
habitat, intelligence, journalisme, justice, libertés, littoral, management, marchés,
Méditerranée, migrations, monde arabe, mondialisation , montagne, négociation, nutrition,
patrimoine, régulation, relations publiques, Russie, santé, sécurité, sociétés, solidarité,
stratégie, territoires, transition, médecine, urbanisme.

영어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Germany, land-use
planning, Asia, citizenship, communities, communication, conflict, cooperation, crises,
defense, sustainable development, diplomacy, law, environment, United States, Euro-
Mediterranean, Europe, evaluation, fiscality, francophone world, geopolitics, public
management, governance, habitat, intelligence, journalism, justice, freedom, coast,
management, markets, Mediterranean, migration, Arab world, globalization, mountain,
negotiation, nutrition, cultural heritage, regulation, public relations, Russia, health, security,
society, solidarity, strategy, territory, transition, medicine, urban studies.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    뚤루즈 1 대학 : 불어권 국가간의 공법 비교, 국제법과 비교법, 정치사회학, 
국제관계, 지정학과 국제관계   www.univ-tlse1.fr

█    베르사이유 대학 : 국제 및 유럽의 공법, 공무직과 정치직  www.uvsq.fr
█    리옹 3 대학 : 국제관계   www.univ-lyon3.fr
█    파리 2 대학 : 국제공법, 정치학   www.u-paris2.fr

          
정치학교 (Institut d'Etudes Politiques)

프랑스 최 로 국제관계와 정치학을 개설한 교육기관은 바로 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그랑제꼴(파리 정치대학 제외)과 9곳의 정치학교(IEP)이다. 외국유학생의 경우, 
대학교육 5년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정치학 
CEP 과정(1년 단위), 정치학 연구 증명서 취득 과정(학기 단위)의 세부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교육과정에 응시하는 학생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합격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CEP/AEP 과정 희망자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정치학교(IEP) 인터넷 사이트 목록

█    엑상프로방스: www.iep-aix.fr
█    보르도 : www.sciencespobordeaux.fr
█    그르노블 : www-sciences-po.upmf-grenoble.fr
█    릴 : http://iep.univ-lille2.fr
█    리옹 : http://iep.univ-lyon2.fr
█    파리 : www.sciences-po.fr
█    렌느 : www.rennes.iep.fr
█    스트라스부르 : www-iep.u-strasbg.fr
█    뚤루즈 : www.sciencespo-toulouse.fr

 파리 정치대학 (Sciences Po Paris)

국제직, 유럽직, 역사와 정치이론, 국제관계, 사회 정치 비교학, 경제 거버넌스, 활동의 
사회학, 조직, 시장, 정치규제; 뚤루즈 정치학교(IEP)에서 국제 관계와 안보, 지정학과 
국제관계, 정부 프로세스 정치사회학 등을 수학 할 수 있다.

파리 정치대학(Sciences Po)의 경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1기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    디종 동유럽 지역 1기 과정: www.est-europe.sciences-po.fr
█    낭시 프-독 1기 과정: www.franco-allemand.sciences-po.fr
█    망똥 중동-지중해 지역 1기 과정: www.mom.sciences-po.fr
█    뿌아띠에 미주-이베리아 지역 1기 과정:    

http://spoutnik.mediactive.fr/~philogia/sciences-po-poitiers
█    파리 1기 과정: http://college.sciences-po.fr/siteparis/
█    르아브르 유럽-아시아 1기 과정: http://college.sciences-po.fr/sitehavre/
█    랭스 유럽-아메리카 1기 과정: http://college.sciences-po.fr/sitereims/
█    유럽-아프리카 1기 과정: www.sciencespo.fr/programme-europe-afrique/

또한 외국 유학생의 경우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Paris)에 개설된 
석사학위과정(전문 및 연구 석사)에 직접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전문학교 및 교육기관
█    EHESS (고등사회학학교,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파리 : 

정치학 연구석사과정, 대학교육 3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대상 
www.ehess.fr

█    INALCO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파리 : 국제 전문성 전문석사과정, 대학교육 4년에 
상응하는 학위 소지자로 동양어를 잘 아는 자 또는 연구소의 기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응시 가능 
 http://www.inalco.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