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국제기구, 초국가단체, 시민단체, 행정당국, 기업 등 여러 관계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광범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생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공공 및 민간 관리, 환경보호, 보건, 교육, 농업, 관광, 
국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세우는 정책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곧 환경 위험 관리, 생태 상담가, 도덕/윤리 
규정, 사회 환경, 감사 및 평가, 재무 의사 소통,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컨설팅 
등을 다뤄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관련된 전문 직업들과 전문 교육들은 해마다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기업, 기업 재단, 컨설팅 회사, 평가 기관, 
은행, 비정부단체, 국제/국가/지역 기구 등에서 해당 분야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기 예측을 보다 더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문을 함에 앞서, 경제, 경영, 법, 공학, 토지이용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 전공은 학부 정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거나 또는 석사 과정,   
석사 이상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Développement durable

국립대학은 다양한 전공에서 학사, 전문학사(Licence professionnelle, Bac+3), 석사, 
엔지니어 학위, 박사과정의 모든 학위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 학교, 상경계 학교 등 다수의 그랑제꼴들도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전공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생태 에너지, 지속가능한 개발, 토지 개발부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    프랑스 지속 가능한 개발 정보 사이트 
www.agora21.org

█    유네스코 채널-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 UNITWIN 네트워크 
www.unesco.org/fr/university-twinning-and-networking/university-twinning-and-

networking

█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원격 교육과정 연감
www.e-formation-environnement.com

█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고등연구학교 
(Collège des Hautes Études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www.cheedd-events.com/site/college/.html

█    프랑스 어- 영어 기술 사전 
www.dictionnaire-environnement.com/dico_env_en.php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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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어>
administration, agronomie, aménagement, anthropologie, autochtones, biodiversité, 

biotechnologies, commerce équitable, communication, décision, démographie, 

développement local, droit, économie, écosystèmes, éthique, ethnologie, finances, 

géographie, gestion, gouvernance, histoire, histoire, îles, ingénierie environnementale, 

littoral, management, mer, montagne, ONG (organisations non-gouvernementales), 

organisations, pauvreté, santé, sécurité alimentaire, sols, territoires, tourisme, 

urbanisme.

<영어>
administration, agronomy, land-use planning, anthropology, indigenous peoples, 

biodiversity, biotechnologies, fair trade, communication, decision, demography, local 

development, law, economic, ecosystems, ethics, ethnology, finances, geo¬graphy, 

management, governance, history, islands, environmental engineering, coast, sea, 

mountain,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ganizations, po¬verty, health, 

food security, soil, territory, tourism, urban studies.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