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학은 별개로 다뤄지는 학문이 아니라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학문이다.

우선 관리, 상업 과정은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발전되어 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상경계 그랑제꼴들은 교육 단계에 따라 연간 3,000-
30,000 유로 사이의 다양한 학비 범위 내에서 교직원,
시설 , 장비면에 있어 매우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국립대학 역시 연구를 지향하는 경영학 교육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 대학부설 기업경영대학 (Institut
d’Administration des Entreprises - IAE)들도 산업
석사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국립대학 학비 수준으로
비즈니스 스쿨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학 과정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매년 선정하는 최우수 경영학교 순위에서
프랑스의 상경계 그랑제꼴들은 여러 해 동안
경영석사와 MBA 과정 랭킹 상위권에 선정되었다.
다수의 프랑스 상경계 학교와 학위 과정들 역시
국제/유럽 인증을 받아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속의 프랑스 경영학

프랑스 상경계 그랑제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 경영석사 과정 상위 15개교 중 6개교가 프랑스 상경계
그랑제꼴: ESCP Europe, HEC Paris, ESSEC Business School,
EM Lyon Business School, Grenobl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EDHEC Business School (파이낸셜 타임즈, 2013)

• 세계 100대 MBA 중 6개교가 프랑스 상경계 그랑제꼴:

HEC Paris, INSEAD, EDHEC Business School, Grenobl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EM Lyon, Audencia Nantes
School of management (이코노미스트, 2013)

• 20개 프로그램 AMBA (Association of MBAs) 인증

• 18개 교육기관 AACSB (The Association of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인증

• 17개 교육기관 EQUIS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인증

• 11 개 교 육기 관 및 10 개 프 로 그램 EPAS (EFMD
Programme Accreditation System) 인증

• 유럽에서 유일하게 12개 교육기관이 3개의 국제인증라벨
(AACBS, AMBA, EFMD)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분야

행정, 무역, 회계, 금융, 경영, 마케팅, 인사관리, 시장, 제조,
전략, 판매

하위 분야

구매, 감사, 의사 결정, 윤리, 시장학,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경영, 이노베이션, 물류,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공공 매니
지먼트, 협상, 조직, 절차, 제조, 인사, 전략, 정보 시스템

유용한 사이트

• 그랑제꼴 협의회, 상경계 학교 리스트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CGE), Écoles de 
management et de commerce :
www.cge.asso.fr/nos-membres/ecoles/liste-des-ecoles >  
Les écoles par formation

• 엔지니어 학위 위원회
Commission des Titres d’Ingénieurs (CTI) :
www.cti-commission.fr

• 대학 부설 기업경영대학
Écoles universitaires de management (IAE) :
www.reseau-i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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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무역, 통신, 운송 등 15여 개의 고등기술자격 학위(BTS)
과 정 이 있 다 . BTS Management des Unités
Commerciales(MUC) 교육과정이 주로 기술 및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한 6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LICENCE PROFESSIONNELLE 산업학사 (Bac+3) – L3

국립대학은 법, 경제, 경영 학부(Droit, économie et gestion)의
조직 경영, 기업관리 경영, 정보통신기술 경영, 문화예술기획
경영, 이벤트 경영, 지식경제 경영, 리스크 경영, 건설현장 경영
등 200여 개의 국가 산업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전공분야들은 다음과 같이 폭넓은 분야에 응용된다:
보험, 금융, 재무, 상업(대형 유통), 인사관리(사회 보장 제도),
산업 생산, 전기전자 공학(조명 관리), 호텔경영, 요식업 및
관광업.

과 학 , 기술 및 보 건 학 부 (Sciences, technologies et
santé)에서도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전공 과정명으로 60여
개의 산업학사 과정이 제공된다: 통신 기술, 농업경제학, 건축
및 건설, 토목, 산업 생산, 의류업, 패션, 물류 등.

기타 과학기술 전공(Sciences et techniques)의 산업학사
과정으로는 산업 생산과 농산물 가공산업 경영 프로그램이 있다.

BACHELOR (Bac+3) – L3

경영학교(Écoles de commerce)들 중 일부 사립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Bachelor 및 학사(Licence) 수준의 학위 소지자의
경우, 국립대학 지원 시 바로 석사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영학교들은 «경영관리 (Business and management) »
분야에서 30여 개의 Bachelor 과정을 제공한다.
사립 경영학교와 교육기관들은 사회 사업, 이벤트 마케팅, 경영
및 기업 관리, 관광업과 호텔 경영, 국제물류 서비스에 관한
전공도 개설하고 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인증한 산업 Bachelor(CCI Bachelor
professionnel) 학위는 상공회의소 소속의 학교들에서 개설한
78개의 학과에서 발급한다. www.bachelor.cci.fr

MASTER 석사 학위 (Bac+5) – M2

국립대학 (Universités)

법, 경제, 경영(Droit, économie et gestion) 학부 내에
다음과 같은 전공 세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 조직 및 기업 관리 : 행정 , 금융 , 재무 (감사 , 관리 ),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 보건, 의료 경영
• 호텔경영학, 레저, 관광학
• 물류, 전략, 국제 국토 경영

지구과학, 환경 및 법(Sciences de la terre, environnement
et droit) 전공의 일반학사 소지자는 과학, 기술 및 보건
(Sciences, technologies et santé) 전공의 30여 개의 석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생물학 전공(생태계학, 미생물학, 의학 및 보건), 법, 경제 및
경영 전공 (공법 및 민법 , 경영법 및 리스크 관리 ),
지구환경학 및 영토학 전공(지하수, 화학/물리 수리지리학,
하이드로시스템 및 유역 공학) 및 인문사회 전공(사회와
영토에 관한 역사와 지리학, 개발과 발전, 지질 공학, 토목
공학) 전공에는 연구에 보다 중점을 두는 석사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상경계학교 (Écoles de commerce et de management)

상경계 학교는 70개 이상의 수료증과 사립 교육기관 학위를
발급한다. 40여 개의 그랑제꼴 협의회(CGE) 소속 학교들은
국가 학위 석사 수준에 준하는 학위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BA는 그랑제꼴에서 제공하는 과정으로 국제적 입지가
높은 학위이며 , 경영 관리 또는 국제 비즈니스 경영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
간부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MBA 학위의 가치는
AACSB, AMBA, EPAS, EQUIS 등의 국제/유럽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증되며, 학생 선발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학비
또한 비싼 편이다. (연간 1만 유로 이상)

최고 경영자 과정 (Executive MBA)은 고위 책임직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 교육 또는 세미나 형태의 교육 과정을
찾는 경력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과정이다.

DIPLÔME / TITRE D’INGÉNIEUR 엔지니어 자격증/학위
– GRADE DE MASTER 석사 (Bac+5) – M2

프 랑 스 엔 지 니 어 학 교 들 은 엔 지 니 어 학 위
위원회 (Commission des Titres d’Ingénieur, CTI) 에서
인증한 엔지니어 자격증(Titre d’ingénieur)과 석사 수준의
학위를 발급한다. 약 20여 개의 엔지니어 학위 과정이
다음과 같은 분야의 경영학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프로젝트, 품질관리, 자재), 에너지(석유, 가스, 에너지
관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모델화 및 콘셉트 경영,
리스크 산업 , 글로벌 물류 체인 , 환경관리 과정 ),
정보과학(복합 정보 시스템 관리), 산업 과정 환경 관리,
기술 및 보건 등.

프랑스 엔지니어 학위(자격증) 정보:
www.campusfrance.org > 홈페이지 우측 하단 Espace
documentaire > Educational and research programs >
Degree description > The ‘Titre d’Ingénieur’ 클릭

NIVEAU POST-M 석사 후 과정

MASTÈRE SPÉCIALISÉ 전문 마스떼르 – M2+1

그랑제꼴 협의회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
CGE)에 의해 인증되고 발급되는 상경계 학교, 엔지니어
학교의 ‘학위 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전문
마스떼르(Mastère Spécialisé, MS) 과정은 전공 심화 또는
이중 전공의 고등교육 6년차 과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학위나 상경계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타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