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mas Froehlicher, KEDGE 경영대학 총장으로 임명 

(프랑스 마르세이유 및 보르도 2014년 6월 25일 PRNewswire=연합뉴스) KEDGE 경영대학의 발표

에 따르면, 올 8월 25일 현 HEC Liege 학장이자 총장인 Thomas Froehlicher가 KEDGE 경영대학 

총장직에 취임한다고 한다.  

KEDGE 경영대학 이사회 의장 François Pierson은 “본교 총장으로 취임하는 Thomas Froehlicher를 

환영하는 바”라고 하면서 “그가 전반적인 경영대학 운영 경험, 노 하우 및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을 바탕으로 유럽 15대 경영 대학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 본교의 야심을 제대로 실현시켜 줄 것

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예산 8천500만유로, 1억6천 700만유로의 5년 투자계획을 세운 KEDGE경영대학은 등록 학생 수 

17%의 성장과 함께 2013-2014년도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의 파트

너쉽 구축, "Business as Unusual" 과정 개설 및 첫번째 지속가능성 판단력 테스트(Sustainability 

Literacy Test)등은 KEDGE 경영대학 순위 상승에 반영되어 국제 승인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긍정적 요인 중의 일부이다. Francois Pierson 의장은 “Thomas Froehlicher는 자신의 국제적인 경

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전략적 계획을 펼치는데 신선한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omas Froehlicher 박사 약력 

Thomas Froehlicher 박사는 경영학 교수로써 전략적 관리, 사회적 책임 및 혁신 관리에 관해 방대

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48세인 그는 현재 HEC Liege의 학장 겸 총장이며, 리에주 대학(학

생 2만4천 명) 학술위원회 위원이다. 2009년 1월에 임명된 그는 12개의 학술 분야를 신설하였고, 

재단을 설립하며, “기업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업계와 HEC Liege 통합을 촉진시켰다. 



 

그는 또한 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지휘하고 있으며, 현재 버밍엄시티 경영대학, 앨라배마 대학 및 콩피에뉴 기술대학 이사회 위원으

로 활약 중이다.  

KEDGE 경영대학 소개:  

KEDGE 경영대학은 “Create, Share, Care”라는 모토아래 다양한 경영학 분야의 연구, 교육 혁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Kedge 경영대학의 국제 전략으로는 세계화, 

디지털 기술, 신흥 개발 도상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KEDGE 경영대학은 학생 및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31개 경영관련 프로그램을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포함한 AACSB, EQUIS 및 AMBA로부

터 인증을 받았다.  

KEDGE 경영대학은 프랑스(파리, 보르도, 마르세이유, 툴롱)와 중국(쑤저우, 상하이)에 캠퍼스가 있

으며, 그 외에 4곳의 파트너 캠퍼스(아비뇽, 바스티아, 바욘 및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를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9천600명의 학생, 160명의 교수, 273명의 겸임 및 방문 교수 및 3만 명의 졸

업생들로 구성된다. 

http://www.kedgebs.com - @kedgebs - Facebook/kedgebs 

출처: KEDGE Business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