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레지던스 호텔, 리조트, 야외 숙박시설, 가구를 갖
춘 아파트 등 프랑스는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을 위한 다
양한 종류의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다. Le Bristol, 

Georges V, Plaza Athénée, Park Hyatt Vendôme, Le 

Royal Monceau 등과 같은 럭셔리 호텔과 레스토랑에 

전세계 상류층들이 모여들고 있다. 
 

« 파발제 »가 번창한 프랑스 제 2제정까지 파발마 기사
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파발마를 돌볼 

수 있는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그 이후 제 2제정 시
대 중에 해수욕장의 등장과 함께 최고급 럭셔리 호텔들
이 도빌, 투케, 아르카숑 등에서 크게 발달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규모 럭셔리 호텔들이 등장하게 되
었으며, 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급 휴가제가 도입
되어 중산층을 위한 호텔산업과 휴양지가 발달하기 시작
한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파리의 대형 호텔들이 점령
당했고, 그 중 50%의 호텔들이 전쟁 이후 무용지물의 상
태가 되었다.  
 

프랑스는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1949년부터 세계 제일
의 관광국이 되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
들이 등장한다 : 유스호스텔, 가정집 형태의 숙소, 민박, 

리조트, B&B, 캠핑장 및 캠핑카, 크루즈, 1970년대의 해
외 체인 호텔이나 대형 그룹 호텔 등. 최근에는 « 색다른 

» 숙박 시설도 소개되고 있다 : 트리하우스, 유르트, 수도
원, 캠핑 트레일러, 등대, 종교 건축물, 투명 버블 텐트 등. 
 

프랑스는 매년 약 8천 5백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세
계 최대의 관광국이다. 관광객들을 위해 프랑스는 럭셔
리 호텔은 물론 합리적 가격의 호텔 및 주요 체인 호텔을 

포함하여 1성부터 5성 호텔에 이르기까지 퀄리티와 가
격면에서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는 일류 호텔경영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자 하는 전세계 학생들에게 스위스와 함께 최고의 유학
국이다. 
 

세계 속의 프랑스 호텔경영 
 

2014년 Accor 그룹은 전세계 호텔 그룹 순위에서 5위, 전세
계 호텔 브랜드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 2014년 6월 현재, 

92개국에 3,645개의 호텔 및 470,878개객실을 보유한 

Accor 그룹은 저가부터 럭셔리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호텔을 제안한다. 

 

Campus France Forum 회원인  VATEL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Hotel & Tourism management는 호텔관
광경영 교육 분야에서 세계 최고 규모의 교육기관이다(전세
계 39개 캠퍼스, 7,000명의 재학생, 30,000명의 졸업생) 

  

 
관련 분야 
 

미식과 요리, 외식산업, 관광학 

 

 
하위 관련 분야 
 

리셉션, 숙소, 여행사,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포터, 캠핑, 

B&B, 휴양지, 총괄 컨시어지, 컨시어지, 호텔 벨보이, 리조
트, 운영 책임자, 호텔 매니저, 룸메이드, 운영자, 호텔경영, 

민박, 호텔 보이, 숙소, 엘레베이터 안내인, 세탁실, 지배인, 

리셉셔니스트, 휴가, 관광 가이드, 관광 안내소, 주차 담당자, 

수익 관리자 

수치로 본 호텔경영 
 

• 프랑스 전역에 653,000개의 호텔 객실 (2014) 

• 숙박일수 2억 100만일 (2013) 

• 17,100개의 관광호텔 (2014) 

• 233,000명의 호텔업 종사자 (2013) 

  자료출처 : www.veilleinfotourisme.fr 

 

유용한 사이트 
 

• 유럽 호텔 경영 및 관광 학교 연합 (AEHT)  www.aeht.lu 

• 직업 교육 (AFPA)  www.afpa.fr 

• 계절 근로자 안내센터 연합  www.alatras.fr 

• 관광 숙소 등급  www.classement.atout-france.fr 

• CNED - 호텔경영 온라인 교육  www.cned.fr 

• 호텔 관광경영 요리학교  www.epmtth.org 

• 호텔산업 교육기금  www.fafih.fr 

• 호텔경영 – 외식산업 : 이해, 학습 교육      www.hotellerie-

restauration.ac-versailles.fr 

• 호텔외식산업  www.lhotellerie-restauration.fr 

• 호텔-외식업  www.metier-hotel-resto.fr 

• 프랑스 호텔경영학 및 관광학 학교 네트워크 : 
www.hotellerie-restauration.ac-versailles.fr 

• 프랑스 호텔리어, 외식업자, 카페경영자, 푸드 서비스 

종사자 조합  www.synhorcat.com 

• 호텔산업 종사자 연합 (UMIH)  www.umih.fr 

• 관광관련 정보  www.veilleinfotourisme.fr 

 



CLASSE DE MISE À NIVEAU SECTION DE 
TECHNICIEN SUPÉRIEUR HÔTELLERIE-
RESTAURATION 호텔경영-외식산업 전문기술과정 준비반 
– L1 
 

프랑스 내 여러 지역에 위치한 직업전문 고등학교에 50여 개의 
준비반이 개설되어 있다. 

준비반 1학년은 호텔경영 및 외식산업 직업 과정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공에 관계없이 바칼로레아(대학입학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필수 과정이다. 

이 준비반은 여름 시즌의 4개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호텔경영-
외식산업 BTS(전문기술자격증) 과정에 입학 지원할 수 있다.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BTS) 
고등기술자격 학위 (Bac+2) – L2 
 

호텔경영-외식산업  BTS는  프랑스의  70여  개  도시에서 
호텔경영 및 마케팅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호텔경영-외식산업 전문기술 분야를 위한 준비반은 60여 개의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L1(학사 
1학년)수준으로 진행된다. 
 

LICENCE PROFESSIONNELLE 산업학사  (1년  과정 , 
Bac+3) – L3 
 

50개 이상의 산업학사 과정이  다음의 세 가지 학부에서 
호텔경영 및 관광학과 관계된 전공을 진행한다 :  

• 예술, 문학, 언어학부의 호텔경영 및 관광학 : 언어, 문화 
프로젝트 및 와인 관광학 

• 법학, 경영 및 경제학부의 호텔경영 및 관광학 : 호텔 시설 
관리 및 경영, 의료 시설 등 

• 인문사회과학부의 호텔경영 및 관광학 : 숙소 및 관광 환경, 
휴양지 관리, 휘트니스 센터 등 

www.campusfrance.org > Espace documentaire > Offre de 
formation>Fiches diplôme > Licences professionnelles 
 

BACHELOR (Bac+3) – L3 
 

Administration Hospitality 의  Bachelor of Science 
학위(아비뇽 호텔경영학교의 호텔경영-외식산업 전공)와 같이 
영어로 진행되는 호텔경영학 분야의 Bachelor 학위가 있다. 
 

DIPLÔME D’ÉTABLISSEMENT 학교 자체 발급 학위 
(Bac+4) – M1   
 

인스티튜트 폴 보퀴즈에 호텔 외식산업 매니지먼트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 

• International Management of Wine and Beverage 

• Lifestyle Hospitality Management 

• Revenue Management & E-Distribution 

www.institutpaulbocuse.com > Management Hôtellerie 
Restauration 

 

MASTER 석사학위 (Bac+5) – M2 
 

20여 개의 교육과정이 다음의 세 가지 학부에서 진행된다 : 

• 예술, 문학, 언어학부 : 낭트 국립대학의 응용외국어 전공 
선택 과정 중 호텔경영, 국제비즈니스 외식산업 석사 

• 법학, 경영 및 경제학부 : 관광경영 및 개발과 호텔경영 

• 인문, 사회과학학부 : 관광학, 호텔경영, 식음료 등 국제 
호텔경영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다음의 두 사립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MBA 과정을 진행한다: 

-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Luxury Brands 
Management : www.cmh-academy.com 

- 관광경영 및 호텔경영 : www.mba-esg.com 
 

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MSc) 
(Bac+5) – M2  
 

Toulouse Business School (ESC Toulouse)의  트래블 , 
호텔경영, 관광학 분야의 Management 및 Marketing MSc. 
www.tbs-education.fr 

Emlyon Business School 의  MSc in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 과정.  

http://graduate.em-lyon.com/en/MSc-in-International-
Hospitality-Management 

SKEMA Business School의 MSc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 과정.   

www.skema.edu/programmes/masters-of-
science/msc-international-hospitality-management 
 
Groupe Sup de Co La Rochelle의 MSc 과정.   

www.esc-larochelle.fr/Programmes/La-Rochelle-
School-of-Tourism-Hospitality/La-Rochelle-School-
of-Tourism-Hospitality/Access-MSc-MSc 

 
 
NIVEAU POST-M 석사 후 과정  
 

MASTÈRES SPÉCIALISÉS 전문 마스떼르 (Master + 
1년)  
 

그랑제콜 위원회가 인증한 다음의 두 가지 전문 마스테르 
과정은  엔지니어  학위 , 석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것으로, 1년의 학업 후 학교 자체 학위가 
발급된다.  

• Toulouse Business School (ESC Toulouse)의 트래블, 
호텔경영, 관광학 분야의 Management 및 Marketing 
www.tbs-education.fr 

• SKEMA Business School (Paris 캠퍼스)의 
국제호텔경영 : www.skema-bs.fr 

 
Mastères Spécialisés 전문 마스떼르 프로그램 리스트 :        
http://www.cge.asso.fr/formations-labellisees/liste-
formation-ms/  

http://www.cmh-academy.com/
http://www.cmh-academy.com/
http://www.cmh-academy.com/
http://www.cmh-academy.com/
http://www.cmh-academy.com/
http://www.cmh-academy.com/
http://www.cmh-acade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