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및 공공관리  Administration et gestion publique

공공행정학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연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학문으로, 
공공조직의 기능, 공공정책의 개발, 공공재정의 관리, 관리·감독의 원칙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몇 년 전부터 정부는 공공분야를 혁신하려 하고 있으며 유연한 
자세로 공공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서비스의 관리에서부터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공공부문의 개념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영역은 어디까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선택권이 없는 피행정 
인(또는 사용자)의 개념과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받은 고객이라는 개념 사이의 
구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능가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자국’에만 국한된 의사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인한 전략개발(지역법 
혹은 국제법상의 유럽법 개발), 위기 관리, 협의와 의견수렴의 능력, 공공정책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의 예상과 평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프랑스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도 상기한 국가개혁의 문제나 성과테스트(혹은 
‘벤치마킹’)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공공법이나 공공행정의 최근 
변화에 대해 자문하며,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교육과정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공공행정에 이용된 기업의 경영법 학습, 품질과 인사 관리, 공중보건, 교육, 
환경 및 보안과 관련된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르아브르 대학 : 지방자치단체 경제공법  www.univ-lehavre.fr 
█    릴 1 대학 : 지방자치단체 경영 및 관리, 공공의사결정 경제, 공공경영과 국토경영  

www.univ-lille1.fr 
█    릴 2 대학 : 공공행정   www.univ-lille2.fr
█    릴 3 대학 : 공공정치의 진단 및 평가   www.univ-lille3.fr
█    리옹 2 대학  www.univ-lyon2.fr 
█    리옹 3 대학 : 공공 및 사회 재정, 세무, 공공시장, 공공경영 및 지방분권행정

www.univ-lyon3.fr
█    메츠 대학 : 지방분권법  www.univ-metz.fr 
█    몽펠리에 1 대학 : 국토행정, 공공계약과 파트, 행정법 및 행정학, 재정공법, 경제정책 

www.univ-montp1.fr 
█    낭시 2 대학 : 지방자치단체 및 유럽연합, 재정관리 및 유럽지역, 공법

www.univ-nancy2.fr
█    낭뜨 대학 : 공공행정과 공공관리 석사 1년차 과정, 지방자치단체 법과 행정 석사 

2년차 과정, 사회보장기관 및 사회보험 관리, 공공정책  www.univ-nantes.fr
█    니스 대학 :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행정 경영  www.unice.fr
█    오를레앙 대학 :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경영  www.univ-orleans.fr
█    파리 1 대학 : 법과 공공재정관리, 공공경제, 행정과 공공관리, 일반행정, 

공공인터넷법-행정-기업, 법, 지방자치단체 행정 및 재정관리, 공공의사결정, 제도와 
조직  www.univ-paris1.fr

█    파리 2 대학 : 법과 공공재정 관리, 행정 및 공공정책, 지방자치단체 법률컨설턴트, 
법, 지방자치단체 행정 및 재정관리, 행정과 공공관리, 공공경영  www.u-paris2.fr

█    파리 8 대학 : 시장, 제도, 국토, 경제사회국토공학  www.univ-paris8.fr
█    파리 9 대학 : 유럽 국토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행정직, 세무행정  www.dauphine.fr
█    파리 10 대학 : 조직경영과 공공정책, 지자체 관리, 정치와 의회 업무  

www.u-paris10.fr 
█    파리 11 대학 : 지방분권과 국토경제, 기업과 공공서비스  www.jm.u-psud.fr
█    파리 13 대학 :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공공정책 수립과 평가  www.univ-paris13.fr
█    뽀 대학 : 공공행정, 조직과 경영  www.univ-pau.fr
█    뿌아티에 대학 : 공공시장과 공공서비스 위임, 지방자치단체 경영   

www.univ-poitiers.fr
█    렝스 대학 : 국토행정, 지역개발, 지방분권과 문화 행정  www.univ-reims.fr
█    렌느 1 대학 : 경제, 자문 및 공공관리(4개 전공분야), 국토공무의 전문성, 일반행정과 

국토행정  www.univ-rennes1.fr
█    루앙 대학 : 공공 서비스와 정책  www.univ-rouen.fr 
█    생떼띠엔 대학 : 공법과 국토정책, 공공시장, 국토개발 컨설팅   

www.univ-st-etienne.fr
█    스트라스부르그 3 대학 : 공공행정, 공공계약과 업무, 유럽 정치와 공무   

www-urs.u-strasbg.fr
█    뚤루즈 1 대학 : 일반행정과 국토행정 석사 1년차 과정, 지방자치단체 석사 2년차 

과정, 공공 규범과 제도, 국토공공경영,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지역정부, 기업과 
치안부재, 컨설팅, 전문성 및 공공업무   www.univ-tlse1.fr

█    뚜르 대학 : 지방자치단체 행정, 도시국토경영, 공공경영  www.univ-tours.fr
█    발랑시엔느 대학 : 공공행정  www.univ-valenciennes.fr
█    베르사이유 생 퀑 대학 : 공공직과 정치직, 공공분야내 분쟁 규제    

www.uvsq.fr

국립행정학교 (ENA)  www.ena.fr

1945년 창설된 ENA는 프랑스 국내외 고급공무원 양성 학교이다. 젊은 공무원이나 
학생(CIL, CIAP, CISAP 관련하여, 학생의 경우 입학 제한이 있음) 뿐 아니라 해외 
프랑스대사관 네트워크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대학

학사과정(Bac+3)/ 석사과정(Bac+4/5)

█    엑스마르세이유 2 대학 : 경제, 정치 및 공공관리, EHESS(고등사회학학교,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www.ehess.fr)와 연계.  www.univmed.fr

█    엑스마르세이유 3 대학 : 행정법과 지자체(연구석사), 법, 경제 및 지자체 경영, 
행정직(전문석사), 공공재정 및 세무(연구석사), 공공서비스의 품질경영 
www.univ-cezanne.fr 

█    엑상 프로방스 정치학 연구소(IEP) : 공공 행정업무, 조율과 규제, 정부조달, 
경제규제와 경쟁  www.iep-aix.fr

█    아미앙 대학  www.u-picardie.fr 
█    아르뚜아 대학 : 공공관리 및 지역행정  www.univ-artois.fr
█    부르고뉴 대학 : 공공부문 주체에 관한 법률 및 관리, 지자체 전문 법률가, 지자체 및 

단체의 재정, 경제 및 국토 관리  www.u-bourgogne.fr
█    보르도 4 대학  www.u-bordeaux4.fr 
█    브레스트 대학 : 공법의 변화, 행정과 공공경영, 유럽행정기업학   

www.univ-brest.fr
█    깡 대학 : 지역행정  www.unicaen.fr
█    세르쥬 대학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정책, 세계경제와 경제정책   

www.u-cergy.fr
█    샹베리 대학 : 지방자치단체  www.univ-savoie.fr
█    끌레르몽페랑 1 대학   www.u-clermont1.fr
█    프랑슈꽁떼 대학 : 공공행정  www.univ-fcomte.fr
█    그르노블 2 대학 : 행정, 법 및 국토, 지방자치단체 경제활동에 관한 법률, 공공정책과 

사회변화  www.upmf-grenoble.fr
█    라로셸 대학 : 공공사업부문에 관한 법률 및 관리  www.univ-l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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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공공관리  Administration et gestion publique
█    프랑스 행정 포탈 사이트:  www.service-public.fr
█    국가 재정 및 개혁부: http://www.modernisation.gouv.fr
█    Perspective gestions publiques(공공관리전망)- 

공공관리경제개발연구소(IGPDE)의 정기간행물) :    
www.institut.minefi.gouv.fr/sections/etudes__publication/publications

█    프랑스 공공법 관련 사이트:     
www.affaires-publiques.com     

www.ledroitpublic.com

www.opuscitatum.com
█    기업공법문서(Lettre du droit public de l'entreprise) : www.laldpe.fr
█    프랑스정부 보고서 도서관 :  www.ladocumentationfrancaise.fr  

(‘법, 제도, 정치생활’란 참조)
█    불어권 법률 사이트: http://droit.francophonie.org
█    법 배포 서비스 : www.legifrance.gouv.fr

프랑스어 
Administrateur civil, administration, audit,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mptable, conseil, 

coopération, culture, développement, diagnostic, droit, échanges internationaux, études 

européennes, évaluation, finances, fonction publique, géographie, gestion, gouvernance, 

humanitaire, ingénierie en projets, inspecteur des impôts, juridiques, lettres, logistique, 

management, organisation, politique, risque fiscal, santé publique, sciences économiques, 

sciences politiques, sécurité publique, services publics, social, sociologie, solidarités 

internationales. 

영어 
Administration, audit, accountant, adviser, civil servant, cooperation, culture, development, 

diagnostic, European studies, economics, Evaluation, finances, fiscal risk, geography, 

governance, humanitarian A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exchanges, local 

Government, law, legal, logistics, management, organization, political Science, politics, 

policy, project management, public health, public Safety, public sector, public service(s), 

social, sociology, tax inspector

개설하고 있다. 매년 12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2,500명 이상의 공무원과 
고위관리직을 위한 고급 완성 과정을 개설한다. 각기 다른 세 가지 선발과정을 거쳐 
프랑스 학생을 선발하고, 외국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또한 100여 개 국가의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이 수학을 하고 있다. 

입학 자격(몇몇 교육과정의 경우 입학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ENA, CEES 
(스트라스부르그 유럽학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은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드물게는 각국 공무직을 희망하는 학생, 고등교육학위 소지자, 우수한 불어 
말하기 쓰기 실력을 갖춘 자, ENA가 주관하는 선발 고시에 적합한 자. 교육비는 
무상이나 체제비는 학생 부담이며 지원자가 장학금 요구할 수 있다. 외국 학생을 위한 
조건은 ENA 홈페이지에서 <cycles internationaux>를 참고해 볼 수 있다. 
 
█    유학생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CIL): 스트라스부르그에서 18개월, 프랑스 국내 

학생을 위한 입문교육과정에 참여, 종합강의. 응시연령은 35세 미만으로 제한. 
█    유학생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CIC): 스트라스부르그에서 9 개월, 프랑스 국내 

행정가들의 고급완성과정에 참여. 공무원, 특히 프랑스 근무를 희망하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함.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30세 미만.

█    유학생을 위한 공공행정과정 (CIAP): 스트라스부르그에서 6개월 반, 공무원 대상 
(지원자 연령 25세 미만으로 제한). 행정과 제도, 경제와 공공재정, 국제관계 세 분야 
전공.

█    30여 개의 공공행정단기전문과정 (CISAP): 파리에서 2주 혹은 4주에 걸친 
집중완성과정. 영어, 스페인어 과정도 개설되어 있음.

█    유럽학 장기과정 : 스트라스부르 유럽학 센터에서 7개월, 지원대상 다양(고급공무원, 
선출직공무원, 기업간부), 직업병행가능, 유럽연합 회원국 혹은 가입희망국 국민 
가능.  www.cees-europe.fr/fr/etudes/cyclelong.php

█    CIL 과정 : 학생의 경우 공공행정 연구석사과정(MAP) 병행 가능. CIC, CIAP 합격생 
(평가고시 최소 14/20)의 경우 지원 가능.    
2004년에 신설된 관리와 행정유럽석사(MEGA) 과정의 경우, 젊은 프랑스, 독일 
공무원, 유럽연합 가입국 및 가입희망국 출신자에게 개방되어 있음; 포츠담대학과 
파리1대학에서 동시에 학위 수여. 프랑스어와 독일어 두 개 언어로 교육진행.

정치학교(IEP)

IEP에서는 공공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주로 
석사학위과정임. 일반적으로 지역대학에 부속(파리 정치학교 제외)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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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국제관계’편 참조)

파리 정치학교 (Sciences Po, Paris)  www.sciences-po.fr 

파리 정치학 연구소의 경우 공공업무(중앙행정 및 국토행정) 분야의 다양한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프랑스 유일의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과정 
http://mpa.sciencespo.fr은 2년 과정의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콜롬비아 
대학(미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협력하고 있다. 이미 비슷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혹은 학교성적이 뛰어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랑제꼴 (Grandes Ecoles)

몇몇 그랑제꼴에 공공경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랑제꼴 전문학위(Mastères 
spécialisés)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ENPC(École des Ponts parisTech) : 공공업무  www.enpc.fr
█    ESSEC : 공공서비스 경영, ISCAE(모로코)와 연계한 수업으로 카사블랑카에도 

개설되어 있음  www.essec.fr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