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금융업은 민간 업계로는 가장 많은 근로자 수(40만 명)를 보유한 분야로 
민영화, 유럽 단일통화, LSP 제도 도입(한 국가의 은행이 다른 국가의 고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 서비스 제도와 외부 주주의 등장), 국제 규제 완화, 신기술의 
보편화(이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대부분 퇴출되고, 일부 고객층이 온라인 
거래로 방향을 전환함), 테러리스트 또는 마피아 조직의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과 협력해야 할 의무 등과 같은 여러 변화의 시기를 겪어 왔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 업계는 인력에 대한 자격검증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양화 
하며(지점 확대, 투자 상담, 금융 및 증권 거래, 경제 동향 예고, 감시, 보험과 여행 상 
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합병을 감행하고 꾸준한 세계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판도에 적응했다.

주요 직무는 고객 지원 및 응대, 자산 관리, 애널리스트, 전산 전문가, 리스크 전문가 등 
다양하며, 프랑스의 국립대학과 그랑제꼴들은 분야별 특수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분야 
매니지먼트, 경영, 파이낸스, 무역

※ <법학, 인적자원관리, 경영> 전공별 설명서 참조

█    활동 분야 
보험 계리사, 자산 분석가, 재무 분석가, 고객 지원, 증권업무부, 세무사, 유산 관리인, 
금융 공학, 준법 감시팀, 지사 관리직, 트레이더 등

금융  Banque

해당 분야에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여러 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교, 호텔 전문학교, 대학까지 BTS(2년 과정)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BTS 과정(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2년의 직업전문 고등교육과정으로 개인 고객 담당 업무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3가지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Marché des particuliers, 
█    NRC(Négociation et relation client), 
█    MUC(Management des unités commerciales)

대학

DUT(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마찬가지로 2년의 교육과정으로 실무와 관련된 테크닉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다.
█    TC(Techniques de commercialisation) 
█    GEA(Gestion des entreprises et des administrations)

학사과정(Bac+3)
경제학에 속하는 일반 학사과정 및 30여 개 이상의 산업학사(Licence 
professionnelle)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석사과정(Bac+4, 5)
Bac+5 단계에서 연구석사(Master recherche)과정과 산업석사(Master 
professionnel)과정 내에 보험 계상, 은행 금융법, 금융 공학, 감사, 자산 관리, 
회계, 리스크 관리, 국제 금융 분석 등 여러 가지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CampusFrance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다.

금융 분야에 관련하여 대표적인 석사 과정으로 아래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    파리 1대학
 www.univ-paris1.fr/formations/offre-de-formation 
 - Master 1 Finance 
 - Master 2 Professionnel Banque et finance 
 - Master 2 Professionnel Contrôle des risques bancaires & sécurité    
       financière 
 - Master 2 Recherche Monnaie, banque, finance
█    파리 2대학   
 www.masterassasfinance.com 
 - Master 1 Economie-Gestion mention Monnaie-Finance-Banque
 - Master 2 Economie et droit (finalité recherche/professionnelle) 
 - Master 2 Finance (finalité professionnelle) 
 - Master 2 Macroéconomie monétaire et bancaire 
       (finalité recherche/professionnelle) 
 - Master 2 Techniques financières et bancaires (finalité professionnelle) 
█    파리 도핀 대학   
 http://formations.dauphine.fr/ 
 - Dauphine Master Banque, finance, assurance 
 - Dauphine Master Finance 
█    파리 13대학   
 www-ecogestion.univ-paris13.fr 
 - Master Monnaie, Banque, Finance, Assurance
 - Master Contrôle de gestion et Finance d'entreprise
█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   
 http://feg.univ-amu.fr/departements/institut-superieur-finance 
 - Master Financement d'Entreprise et Affaires Internationales
 - Master Mangement des Risques Financiers
 - Master Finance Entreprise et Marchés
 - Master Comptabilité, Contrôle, Audit
 - Master Contrôle, Audit, Conseil
 - Master Gestion de Patrimoine
 - Master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financière et organisée
█    리옹 3대학 IAE   
 http://iae.univ-lyon3.fr/formation/offre-de-formation/masters/#masters 
 - Master 2 Contrôle de Gestion
 - Master 2 Finance d'Entreprise
 - Master 2 Diagnostic d'Entreprise
 - Master 2 Banque et Bourse 
 - Master 2 - Gestion de Patrimoine
 - Master 1 et 2 - Comptabilité Contrôle Audit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coree.campusfrance.org에서 « 전공별 학교 리스트 검색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을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학사 Licence, 석사 Master, 박사 Doctorat)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전공을 보유한 프랑스 학교 및 세부 전공을 검색할 수 있다.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사이트  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

• Tel : 02-753-8508 (CampusFrance 면접문의) / 8509 (교육문의)  •  Fax : 02-773-6256
• E-mail : interview@institutfrancais-seoul.com (CampusFrance 면접문의) / ecf@institutfrancais-seoul.com (교육문의)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경영학교 (Écoles de commerce)  

준비학교-프레빠 과정이 통합된 4~5년 학업 과정을 제공하는 70여 개의 경영학교가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입학 시험을 통해 진학할 수 있다. 
█    ACCES : www.concours-acces.com
█    PASS : www.concours-pass.com
█    PRISM(ISEG의 7개 학교) :       
 http://bs.iseg.fr/admissions-concours-prism-presentation.aspx
█    SESAME : www.concours-sesame.net
█    TEAM : www.concours-team.net

대부분의 상경계 그랑제꼴에서 금융 관련 전공을 찾아볼 수 있다. 상경계 
준비학교(프레빠)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공동입학전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    40여 개 학교의 공동 입학 전형 BCE-CCIP 
 www.prepa-hec.org/concours
█    Concours SAI (HEC, ESCP Europe 등 5개 그랑제꼴 공동 입학 전형)
 www.sai.cci-paris-idf.fr/
█    6개 학교의 공동 입학 전형 ECRICOME 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입학 전형  

UNIVERSA
 www.ecricome.org

전문 마스떼르(Mastères spécialisés)
그랑제꼴의 전문 마스떼르 과정은 높은 인지도만큼 학비도 비싼 편이다. 아래의 
그랑제꼴 협의회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의 리스트를 살펴 볼 수 있다.
www.cge.asso.fr/nos-labels/ms/liste-des-ms

HEC와 CFPB(Centre de formation de la profession bancaire)의 금융 매니지먼트 
공동 학위 과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www.cfpb.fr

세계 상위 30개의 은행 중 5곳은 프랑스 은행이며, 전세계 85개국에 지점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 절반은 유럽에 위치하며, 최근 5년 사이 유럽 내 지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520여 개 이상의 지점이 운영 중이다.

█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www.economie.gouv.fr

연구 관련
█    국립과학연구센터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www.cnrs.fr
█    HEC의 파이낸스 박사과정
 www.hec.fr/Doctorat/Domaines-de-specialisation/Finance

일반 정보
█    프랑스 금융협회 Association Française des Banques
 www.afb.fr
█    프랑스 은행 Banque de France
 www.banque-france.fr
█    금융전문 교육 센터 Centre de formation de la Profession Bancaire
 www.cfpb.fr
█    금융 재무교류 교육 센터 Centres de Formation en Alternance des Métiers  

de la banque et de la finance
 www.banque-apprentissage.com
█    그랑제꼴 협의회 Conférence des Grandes Écoles(CGE)
 www.cge.asso.fr
█    프랑스 금융연합 Fédération bancaire française
 www.fbf.fr

█    보험계리사 조합 
 Syndicat des actuaires-conseils et actuaires-experts indépendants(SACEI)
 www.sacei.org
█    보험계리 관련 대표적인 교육기관 리스트

Institut de Science Financière et d’Assurances de l’Université de Lyon(ISFA), 
Institut de Statistiques de l’Université de Paris(ISUP), Université Louis 
Pasteur de Strasbourg, Euro-Institut d’Actuariat de l’Université de 
Brest(EURIA), Université Paris Dauphine, École Nationale de la Statistique 
et de l’Administration Économique(ENSAE), École Supérieure des Sciences 
Économiques et Commerciales(ESSEC),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CNAM), Centre d’Études Actuarielles(CEA), Collège des Ingénieurs, 
et renvoi à leurs sites Internet. 
참고 : www.institutdesactuaires.com

█    금융 관련 잡지 Revue Banque
 www.revue-banque.fr
█    경제재무 관련 잡지 Revue d’Économie Financière
 www.aef.asso.fr
█    금융 관련 직업 및 교육 안내       
 Les clés de la banque(sur les métiers et les formations de la banque)    
 www.lesclesdelabanque.com

<프랑스어>
Actuariat, administration des entreprises, affaires, assurance, audit, back office, 

bancassurance, banking, banque, bourse, capital markets, clientèle, commerce,  

commercialisation, comptabilité, conseiller, contrôle de gestion, cultures, droit, droit 

notarial, droit privé, économétrie bancaire, économie, épargne, fiscalité, gestion, gestion 

d’actifs, gestion de portefeuille, immobilier, informatique, ingénierie financière, ingénieur, 

institutions, langages, management, marché des particuliers, marchés des 

professionnels, marketing, mathématiques, middle office, modélisation, monnaie, 

négociation, patrimoine, prévoyance, produits, risques, services bancaires, stratégies 

internationales, technologies, trading, trésorerie d’entreprise, unités commerciales, vente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세계 속의 프랑스 금융

상경계 그랑제꼴 (Écoles supérieures de comme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