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ENA) 및 지방행정학교 (IRA) 국제과정 지원자 선발 절차 공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상 노하우 개발 및 세계의 공공행정 간부인사와 

네크워크를 희망하는 고위급 공무원 대상 

매년 ENA 및 IRA 국제과정에 약 70 명의 해외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조건 충족시 지원 가능합니다. 

 www.ena.fr/index.php/Europe- International/Programmes-de-formation-internationaux/Les-

cycles-longs  

 

75 년의 우수함을 자랑하는 ENA 는 프랑스, 유럽 및 국제 고위공직관리학교입니다. 

100 개국 이상의 청년 및 경력직 공무원들이 지원합니다.  

외국인 공무원 및 공무수행자 대상 3 개의 장기 교육과정 :  

ENA 장기국제과정 (CIL) 

� 본 학위 과정은 ENA 주최 협력 프랑스 명망 높은 대학기관 (Paris CELSA, Paris 1 

Panthéon-Sorbonne, l’Université de Strasbourg) 의 3 개의 전문석사과정과 

연계되어있습니다 :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des institutions 

publiques), 유럽공공학 (Action publique en Europe), 일반공공행정학 (Administration 

publique générale).  

 

기간 : 13개월 + 1개월 옵션 

대상 : 청년 고위공무원 

참고사항 : CIL 과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무직 수행 준비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ENA 국제최고과정 (CIP) 

� 본 학위 과정은 ENA 주최 협력 Paris 1 Panthéon-Sorbonne 및 l’Université de 

Strasbourg 대학교의 2 개의 전문석사과정과 연계되어있습니다 : 공공행정 및 

국제학 (Administration publique et affaires internationales), 전문공공행정학 

(Administration publique spécialisée). 

 



기간 : 8개월 

대상 : 숙련된 고위공무원 

 

IRA 국제과정 (CilRA) 

� 본 학위 과정은 출신국 행정기관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중위급 간부 대상으로 

5개의 IRA 중 하나에서 진행됩니다. CilRA 교육생은 프랑스 공무생과 공통 과정을 

이수합니다. CilRA 교육 과정 이후 IRA 협력 대학기관에서 석사 학위 취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기간 : 8개월 

대상 : 업무 능력 다양화 및 행정관리 스킬을 요하는 중위급 간부  

 

ENA 교육 과정은 고위급에 해당하는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프랑스어가 유창하며, 영어가 

출중하고, 석사 1 학년  이수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CilRA 교육 과정은  행정기관에서 중위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프랑스어가 

유창하며 석사 1 학년  이수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상기의 ENA와 IRA과정은 공동 선발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ENA 연락처 

코지모 디튀리 (M. Cosimo DI TURI) 

외국학생 입학 담당 

외국학생 인턴십 및 선발 부서.  

전화 : +33 (0)3 88 21 44 87 

메일 : cyclesinternationaux2021@ena.fr 

 

 

CilRA 연락처 

안느-클레르 로랑-주아니 (Mme Anne-Claire LAURENT-ZUANI) 

국제프로젝트 담당 

유럽 및 국제 전문 부서. 



전화 : +33 (0) 1 55 07 41 51 

메일 : anneclaire.laurent-zuani@finances.gouv.fr 

 

일정 

� 2020년 10월 0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라인 등록 : https://candidature-

formation.ena.fr/registration/action446/info/  

� 2020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ENA에서) 지원자 서류 심사 

� 2020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각국의 대사관에 필기시험 응시자 명단 전달 

� 2021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사관에서 필기 시험 주최 

�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대사관에서 구술 시험 주최 

� 최종선발위원회 : 2021년 5월 

� IRA 및 CIL 과정 입학일 : 2021년 9월 1일 

� CIP 입학일 : 2021년 12월 

 

추가 정보 

� ENA 웹사이트 > Rubrique Formations et admissions (교육과정 및 입학란) > les cycles 

internationaux (국제과정) 

 
 www.ena.fr/index.php?/fr/formation/ Cycles-internationaux  

� 60년 넘게 ENA 는 모든 대륙의 외국 학생들을 맞이했으며, 134개국 출신의  약 

3850명의 외국 학생들을 양성했습니다.   

� IRA 웹사이트 : 

IRA de Lyon www.ira-lyon.gouv.fr 

IRA de Lyon www.ira-lyon.gouv.fr 

IRA de Metz www.ira-metz.gouv.fr  

IRA de Bastia www.ira-bastia.fr  

IRA de Lille www.ira-lille.gouv.fr  

IRA de Nantes www.ira-nantes.gouv.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