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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학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유학 장학금 (2019) 

 

I. 프랑스정부장학금 

 

A. France Excellence 장학금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주관하는 본 장학 프로그램은, 

2005 년부터 (기존 블레즈 파스칼 장학금)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으로 전공분야는 따로 제한이 없으나, 이공계, 

기초과학, 경제, 경영, 법학, 정치학 및 건축 전공 우선 선발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 년 내지 3 년의 기간동안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수여 받게 

됩니다. 학비(연간 최대 5,000 유로 지원), 프랑스에서의 체류를 위한 매달 

생활비(석사과정은 700 유로 지원, 박사과정은 1050 유로 지원), 학업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한국-프랑스 왕복 항공권을 지원받습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2018 년부터 대학교 3 학년 또는 4 학년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위한 단기 체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4 년간 석사과정 146 명, 박사과정 56 명, 박사후과정 2 명, 서머스쿨과정 3 명에 

이르는 총 207 명의 장학생들이 본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France Excellence- HEC Paris 장학금은 2018 년도에 신설된 장학 프로그램으로 

주한프랑스대사관과 HEC Paris 가 공동 후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HEC Paris 석사 

프로그램 입학 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본 장학금은 HEC 

Paris 측에서 학비를 년간 5000 유로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며 나머지 장학 혜택은 

France Excellence 장학금과 동일합니다. 

 

http://www.campusfrance-coree.org/bourse/application.php 

http://www.campusfrance-coree.org/bourse/application.php


B. 위베르 퀴리 스타사업 (PHC Star) 

 

본 사업은 한국-프랑스 공동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양국 연구자들의 인적 교류 비를 

2 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한국과 프랑스 

연구자들입니다.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프랑스인 연구자의 경우 하루 210 유로가 지급되며 

프랑스와 한국간 왕복 항공비 1050 유로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러한 교류비용은 

단기로 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워크샵의 경우 행사주최비용 (장소대여료, 식음료비, 통역비, 연사초청비, 인쇄물 비용 

등등 단 여기에는 컴퓨터기기 구입비용은 제외) 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여행경비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본 연구지원사업은 프랑스 측에서는 유럽외무부와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입니다. 

한국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측은 연구과제가 선정된 자국의 연구자들에게 공동연구 및 공동 워크샵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campusfrance.org/fr/star  

 

C. « 내일의 인재 » 장학프로그램 

 

« 내일의 인재 » 는 프랑스와 한국간 관계 강화, 한국에서 프랑스어와 문화 언어의 

다양성 확대, 한국에 프랑코포니 가치들의 전파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만 18 세~ 30 세 청년들을 위한 프랑스 단기체류 장학프로그램입니다. 

 

본 장학 프로그램은 예술, 영화, 시민의 책임, 프랑스어 능력 향상,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수법 심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교육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A2~B2 이상 수준의 프랑스어 구사자) 학생들이나 

청년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자들이 자신의 직업 관련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www.institutfrancais-seoul.com/bourses-talents-de-demain/ 

 

http://www.campusfrance.org/fr/star
http://www.institutfrancais-seoul.com/bourses-talents-de-demain/


D. 에펠장학금 

 

본 장학금은 엔지니어, 경제, 법학 및 사회과학 분야 전공으로 프랑스 석/박사 

교육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만 30 세 미만의 우수한 프랑스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입니다. 에펠 장학생들은 한 달에 약 1 181 유로의 

체제비와 각종 추가적인 혜택(여행경비, 보험, 문화활동 등등)을 받습니다. 장학 기간은 

석사 2 년차일 경우 최대 12 개월, 석사 1 년차는 24 개월 그리고 엔지니어과정은 

36 개월이며 박사과정은 10 개월입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학생이 진학할 대학에서 사전 선발이 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의 

국제처는 지원서류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학생이 

진학할 학교로부터 접수되어야만 하며, 학생이 개별적으로 또는 프랑스가 아닌 

외국대학에서 제출할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캠퍼스 프랑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9 월경부터 지원 신청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mpusfrance.org/fr/eiffel 

 

E.Major 장학금 

 

Major 장학금은 프랑스로 대학을 진학할 각국 프랑스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외국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본 장학금은 재외 프랑스 교육위원회 

(AEFE)와 프랑스외교국제개발부가 공동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 고등교육 및 

문화외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외프랑스교육위원회가 주관하며 년간 약 700 만 유로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매해 년간 약 200 장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 년간 본 장학금의 수혜자는 약 

80 여개의 국적의 800 명이 넘습니다. (석사 2 년차까지 지원 가능) 본 장학생은 

프랑스정부장학금과 동일한 혜택인 비자 발급 및 체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및 대학 

기숙사 신청 서비스를 받습니다. 

 

장학생 모두 프랑스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능통하고 프랑스교육을 

받고 프랑스에서 고등교육을 수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오고 

두 가지 문화를 충분히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에서 

풍요로운 지식을 가져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합니다. 본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동시에 프랑코포니를 더 널리 알리는 프로모터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www.campusfrance.org/fr/eiffel


프랑스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화간 소통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낼 것으로 봅니다.  

 

https://www.aefe.fr/orientation/lenseignement-superieur-en-france/devenir-boursier-

excellence-major 

 

F. 프랑스 외무국제개발부 종교학 장학금 

 

본 장학프로그램은 미래 종교학자 또는 종교과학(역사, 철학, 신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 또는 사회과학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프로그램입니다. 본 

장학 프로그램은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모든 종교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종교적 

급진주의에 맞서며, 프랑스의 사상과 프랑코포니의 전파 및 현대 종교 사상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최소 C1 레벨의 프랑스어 구사자만 본 장학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우선 선발 하지만 매우 우수한 

학사과정의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 다 지원 대상이며 특히 여성 

지원자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 년 지원자들은 장기 및 단기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 장학 프로그램: 18 개월에서 36 개월까지 프랑스 학위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석사, 

박사 또는 학사(매우 높은 수준의 지원서일 경우))에 장학금을 수혜 받습니다. 장학금 

최대 수혜 기간은 36 개월입니다: 

- 학사 및 석사 1 학년: 월 700 유로  

- 박사과정: 월 1060 유로   

 

단기 장학 프로그램: 6 개월에서 18 개월까지 프랑스 석사 2 년차 또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지원자들을 우선 선발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과정은 본 단기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지원 서류를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원 문화과로 접수 바랍니다: 

universite@institutfrancais-seoul.com 

 

 

 

https://www.aefe.fr/orientation/lenseignement-superieur-en-france/devenir-boursier-excellence-major
https://www.aefe.fr/orientation/lenseignement-superieur-en-france/devenir-boursier-excellence-major
mailto:universite@institutfrancais-seoul.com


II. 한국정부장학금 

 

A. 한국국적학생들을 위한 국제 장학 프로그램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학프로그램, 

한국고등교육기관에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토픽(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사용 프로모션 및 한국학교에 외국어 교육 프로모션도 

맡고 있습니다.  

 

국비유학생선발 파견 

 

해외 석사 박사 과정으로 유학 예정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며 국내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석사과정을 마친 자에 한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필이며 지원 시 나이 제한은 없다. 장학금은 프랑스 및 유럽기준으로 약 

16 000 달러이며(약 13 000 유로), 학비 및 생활비 그리고 항공료가 지원이 됩니다. 년간 

40 여명의 장학생이 선발됩니다. 

 

http://www.studyinkorea.go.kr/en/sub/gks/allnew_government.do  

 

B. GLIMPSE 복수학위 장학 프로그램 

 

GLIMPSE 복수학위 장학 프로그램은 ESSEC Business School, KU Leuven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위 4 개의 명문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본 석사복수학위 프로그램은 1 년간 

유럽파트너대학에서 수학하고 1 년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수학을 하며 각각 1 개씩 총 2 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과 한국 같이 서로 다른 두 대륙의 문화를 체험을 경험하여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limpse 장학 프로그램은 

유럽집행위원회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원합니다. 

 

4 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이며 본 

이중학위 장학프로그램으로 다영역성의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학생마다 본교에서 1 년간 수학을 한 후 파트너 기관에 가서 1 년간 수학을 하면 2 개의 

http://www.studyinkorea.go.kr/en/sub/gks/allnew_government.do


고등교육기관에서 각각 학위를 즉 총 2 개의학위를 취득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항공료 및 약 700 유로의 체제비를 수혜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해 실행되며 본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원 절차 및 자세한 본 프로그램 

정보는 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본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glimpsedoubledegreeprogram/home 

 

III. 대학, 재단, 국제기구 및 기업 장학금  
 

몇몇 기관에서는 외국인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할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길 권장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모집하는 장학금이 있으며, 자국학생을 모집하는 장학금이 있는지 캠퍼스프랑스 

홈페이지를 http://campusbourses.campusfrance.org/fria/bourse/#/catalog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은 (개괄적인 정보만 제공)아래와 같습니다. 

 

A. 파리-사클레이 대학 /연구소 연합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파리-사클레이 대학/연구소 연합에서는 국가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연합소속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장려하고 특히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계획이 있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프랑스 유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석사과정 1 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및 2 학년 편입생으로 1 년간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됩니다.  

 

파리-사클레이 대학장학금은 1 년에 1 만유로이며 선발된 학생은 자신의 대학에서 

학업기간 중 직접 장학금을 수령 받게 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연속 10 개월이상 

프랑스에 체류해야 하며, 출신국가에 따라 항공료와 비자 발급을 위해 최대 1 천유로까지 

추가지원 됩니다.  

 

본 장학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장학생 모집공고가 나가는 해를 기준으로 30 세 미만의 

학생이어야 하며 처음으로 프랑스유학을 하는 학생이거나 프랑스 현지에서 

정규대학과정입학을 준비하며 1 년미만의 어학코스에 등록하고 있는 외국국적 학생들도 

https://sites.google.com/site/glimpsedoubledegreeprogram/home
http://campusbourses.campusfrance.org/fria/bourse/#/catalog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들은 학업중단기간이 2 년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입학심사는 파리-사클레이 대학연합에 있는 별도의 석사과정 입학심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우편으로 서류심사에 통과된 학생들에 한해 지원서를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업계획이 없는 충동적인 지원은 삼가 바랍니다. 

 

연구소 인턴쉽은 파리-사클레이 대학/연구소 연합에 소속된 연구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리-사클레이 연합 외 다른 대학/연구소 연합에 소속된 연구기관에서 인턴쉽을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연기도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기업에서 인턴쉽을 하는 

경우에도 인턴월급이 60 만원 이상일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https://www.universite-paris-saclay.fr/fr/programme-de-bourses-internationales-de-

master-20172018 

 

B. 소피 제르맹 석사과정 장학금 (자크 아다마르 수학재단 – 가스파르 몽주 

최적화 및 오퍼레이션 리서치 재단 – 아다마르 수학연구실 공동프로그램) 

 

자크 아다마르 재단 (FMJH), 가스파르 몽쥬 최적화 및 오퍼레이셔 리서치 재단, 아마마르 

수학 연구실 (LMH)에서는 자신들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수학석사과정에서 연구를 

및 유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프랑스인들에게 1 년에서 2 년간 지원을 하는 

장학프로그램입니다. 매년 두 번의 장학생 모집공고 합니다.    

 

- 1 차공고 9 월-2 월: 1 차공고는 프랑스로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3 월 31 일전까지 캠퍼스프랑스에 사전등록을 하여 유학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2 차공고는 2 월-5 월: 2 차공고는 유럽연합 (쉥겐조약국가)소속 국가출신 학생들과 

프랑스에서 이미 유학을 하고 있는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fondation-hadamard.fr/fr/master-bourses-de-master/master-401-

appels-candidatures-pour-une-bourse-de-master 

 

C. 에밀-부트미 장학금 – 파리 씨앙스포 

 

씨앙스포에서는 비 유럽권 우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1871 년에 학교를 설립한 인 

에밀-부트미의 이름을 딴 에밀-부트미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https://www.universite-paris-saclay.fr/fr/programme-de-bourses-internationales-de-master-20172018
https://www.universite-paris-saclay.fr/fr/programme-de-bourses-internationales-de-master-20172018
https://www.fondation-hadamard.fr/fr/master-bourses-de-master/master-401-appels-candidatures-pour-une-bourse-de-master
https://www.fondation-hadamard.fr/fr/master-bourses-de-master/master-401-appels-candidatures-pour-une-bourse-de-master


에밀-부트미 장학금은 우수학생장학금으로 장학금 우선대상학업분야와 각 장학금마다 

내거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은 

유럽경제자유구역 외 국가출신으로 유럽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생 모집정공분야는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 법학, 매니지먼트, 경영학, 금육학, 

무역학, 경제학, 정치학, 인문사회학이다. 불어구사능력요구여부는 장학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3 년과정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에밀-부트미에서 수여되는 장학금은 금액에 

따라 아래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 연간 학비 7300 유로와 연간 생활비 5000 유로 장학금    

- 연간 학비 7300 유로 장학금  

- 연간 5000 유로 장학금  

- 연간 3000 유로 장학금  

학업연한 3 년의 전문학사과정에서 마지막 3 학년을 외국에서 보내는 경우에도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을 중복해서 수혜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2 년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에밀-부트미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금액에 따라 2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 연간 학비 1 만유로 장학금 

- 연간 학비 5000 유로 학비  

이 장학금은 석사 2 년간 지급하게되며 중복수혜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40 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 하고 

있습니다.  

 

http://www.sciencespo.fr/students/fr/financer/bourses-aides-financieres/boutmy 

 

D. HEC 장학금 

 

HEC 재단의 복지장학금 및 우수학생장학금은 HEC 석사과정 1 학년 혹은 2 학년에 

입학하는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http://www.sciencespo.fr/students/fr/financer/bourses-aides-financieres/boutmy


포르테 재단에서는 HEC 와 같은 프랑스 경영전문대학원 MBA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한 이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매년 두 차례 공고를 통해 3 명을 선발하며 장학금은 최대 7000 유로까지 지급됩니다.   

 

로레알 재단에서는 HEC 에서 MBA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여성이며 지원자는 리더쉽 분야에서 풍부한 직업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1 명을 선발하며 약 1 만유로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https://www.hec.edu/en/mba-programs/mba/fees-funding/scholarships  

   

E. 프랑스어권대학연합 (AUF) 장학금 

 

AUF 는 100 개국에 분포된 800 개 이상의 프랑스어권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프랑스어권 대학연합 기구이며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들이 모인 세계 

유수의 연합기구들 중 하나이다.  또한 프랑스어를 공유어로 하는 국가/정부들의 

정상회담 연구 및 고등교육의 실행기관이기도 하다. AUF 에는 프랑스어권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회원 대학들 중 한 곳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가 있다. 

 

https://www.auf.org/ressources-et-services/bourses/ 

 

F. 르노재단 도핀-소르본 대학교 MBA 장학금 

 

본 장학프로그램은 르노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핀-소르본-

르노 MBA 과정은 소르본대학교와 파리-도핀 대학교 경영대학원 (IAE)의 

통합교육과정으로 두 대학에서 공동학위를 수여합니다. 본 MBS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앞으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업관리기술을 잘 이해하고 숙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기업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으며 경력을 발전시켜갈 예정입니다. 현재 재조정 

중이며 2020 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항공료와 월 1 천유로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험비, 

프랑스어 수업, 등록금, 문화생활, 과학기술 견학비용도 12 개월 지원됩니다. 지원자격은 

https://www.hec.edu/en/mba-programs/mba/fees-funding/scholarships
https://www.auf.org/ressources-et-services/bourses/


직업경력에 관계없이 35 세 미만으로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업분야는 매니지먼트, 경영, 금융, 무역이며 매년 25 명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http://campusbourses.campusfrance.org/fria/bourse/#/program?id=472 

 

G. 파리테크 교통 및 지속가능한개발 르노재단 석사장학금 프로그램 

 

르노재단파리테크석사는 르노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파리테크에 소속된 Ecole 

des ponts, Ecole polytechnique, Ecole des Mines 3 개 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왕복항공권과 더불어 17 개월동안 매달 

1 천유로의 생활비, 보험료, 등록금, 어학연수비용, 과학 및 문화견학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발인원은 연간 20 명이고 지원자격은 프랑스 입국한 해 7 월 1 일을 기준으로 

35 세 미만의 학생입니다. 지원분야는 환경, 지구과학, 경영학, 금융학, 이공학, 경제학, 

정치학, 교통 및 물류입니다. 본 석사과정은 지속 가능한 교통시대에 필요한 공학, 경제학, 

환경과학과 같은 이론수업과 모델링, 제도분석, 메니지먼트와 같은 실무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공학분야 전공자로 프랑스의 Bac+4 이상에 해당하는 학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소지자 이며 유학할 대학의 사전입학허가를 

받고 프랑스어 구술 시험 또는 프랑스어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http://campusbourses.campusfrance.org/fria/bourse/#/program?id=448  

https://www.fondation.renault.com/programmes-dexcellence/tradd/ 

 

H. 프랑스 주의회 및 도의회 장학금  

 

이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직접 자신이 입학할 학교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드프랑스 주에서 제공하는 석사장학금  

 

http://campusbourses.campusfrance.org/fria/bourse/#/program?id=472
http://campusbourses.campusfrance.org/fria/bourse/#/program?id=448
https://www.fondation.renault.com/programmes-dexcellence/tr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