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대부분의 심리학 교육은 국립 대학에서 받을 수 있다.

█    엑스 마르세이유 1 대학 (Aix-Marseille I) : www.univ-provence.fr

█    보르도 2 대학 (Bordeaux II) : www.u-bordeaux2.fr

█    브레스트 대학 (Brest) : www.univ-brest.fr

█    깡 대학 (Caen) : http://ufrpsycho.unicaen.fr/ 

█    그르노블 2 대학 (Grenoble II) :  www.upmf-grenoble.fr 

█    릴 3 대학 (Lille III) : www.univ-lille3.fr 

█    리옹 2 대학 (Lyon II) : www.univ-lyon2.fr 

█    메츠 대학 (Metz) : www.sha.univ-metz.fr

█    몽펠리에 3 대학 (Montpellier III) : www.univ-montp3.fr

█    낭시 2 대학 (Nancy II) : www.univ-nancy2.fr/ENSGT 

█    니스 대학 (Nice) : www.unice.fr 

█    파리 5 대학 (Paris V) : www.psycho.univ-paris5.fr

█    파리 10 대학 (Paris X) : www.u-paris10.fr

█     파리 13 대학 (Paris XIII)   
www.univ-paris13.fr/formationsUP13/form/default_dom.php?id=1 

█    피카르디 대학 (Picardie) : www.u-picardie.fr

█    뿌아티에 대학 (Poitiers) : www.univ-poitiers.fr

█    렝스 대학 (Reims) : www.univ-reims.fr

█     렌 2 대학 (Rennes II) : www.uhb.fr 

█    스트라스부르 1 대학 (Strasbourg I) : www-ulp.u-strasbg.fr  

█    뚤루즈 2 대학 (Toulouse II) : www.univ-tlse2.fr  

█    뚜르 대학 (Tours) : www.univ-tours.fr

석사과정이라고 해서 모두 공식 심리학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낭뜨 대학 , 파리 7 대학 , 뿌아티에 
대학, 스트라스부르 대학과 같은 일부 대학은 교육과정에 정신분석학 수업을 포함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심리학자로서 일하려면 <전문 석사 (Mastère spécialisé)> 라고 
하는 Bac+5 단계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세부전공으로 30여 개의 
석사과정이 있다.

█    임상 심리학, 임상 병리 심리학 : 대부분 대학 학과에 설치되어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심리학 : 브장송 대학 (Besançon), 보르도 2 대학 (Bordeaux II), 
샹베리 대학 (Chambéry), 디종 대학 (Dijon), 릴 3 대학 (Lille III), 몽펠리에 3 대학 
(Montpellier III), 파리 5 대학 (Paris V), 파리 9 대학 (Paris IX), 파리 10 대학 (Paris X), 
파리 12 대학 (Paris XII), 뚤루즈 2 대학 (Toulouse II), 뚜르 대학 (Tours)

심리학  Psychologie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직업적으로 매우 다양한 실용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임상 심리학자는 인격 및 행동 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집중한다. 노동 심리학자는 기업 내에서 직원의 사내 동화 및 카운셀링,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다.

교육 심리학자는 교육기관에서 언어발달장애, 행동장애 및 학교생활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돕는다. 진로지도-심리 카운셀러는 교육자로서 진로 정보 센터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조언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 보호 및 청소년 
심리학자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형무소 행정 
심리학자는 형무소 인력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며, 수감자의 교화 과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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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직업 연구 및 진로선택 연구소 (INETOP, Institut National d'Étude du Travail 
et d'Orientation Professionnelle) : 진로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학생과 연구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학위를 제공한다. 
www.cnam.fr

█    전국 심리학자 노동조합 (SNP, Syndicat National des Psychologues) 
www.psychologues.org

█    국립 과학 연구 센터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www.cnrs.fr

█    프랑스 심리학 협회 (SFP, Société  Française de Psychologie)  
www.sfpsy.org

█    심리병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유럽 청년 연구원 협회 
(AEJCPP, Association Européenne des Jeunes Chercheurs en 
Psychopathologie et en Psychanalyse) 
http://aejcpp.free.fr

█    노인 심리학 : 앙제 대학 (Angers), 보르도 2 대학 (Bordeaux II), 깡 대학 (Caen), 
몽펠리에 3 대학 (Montpellier III), 니스 대학 (Nice), 뚤루즈 2 대학 (Toulouse II)

█    노동 및 사회 심리학 : 엑스 마르세이유 1 대학 (Aix-Marseille I), 아미앙 대학 
(Amiens), 보르도 3 대학 (Bordeaux III), 디종 대학 (Dijon), 그르노블 2 대학 
(Grenoble II), 릴 3 대학 (Lille III), 리옹 2 대학 (Lyon II), 메츠 대학 (Metz), 
몽펠리에 3 대학 (Montpellier III), 낭시 2 대학 (Nancy II), 낭뜨 대학 (Nantes), 
파리 5 대학 (Paris V), 파리 8 대학 (Paris VIII), 파리 10 대학 (Paris X), 뿌아티에 대학 
(Poitiers), 렌 2 대학 (Rennes II), 루앙 대학 (Rouen), 스트라스부르 1 대학 
(Strasbourg I), 뚤루즈 2 대학 (Toulouse II)

█    노동 심리학, 관계 인간공학, 인간공학과 직장 보건학 : 엑스 마르세이유 1 대학 
(Aix Marseille I), 디종 대학 (Dijon), 니스 대학 (Nice), 파리 8 대학 (Paris VIII), 
뿌아티에 대학 (Poitiers), 렌 대학 (Rennes), 루앙 대학 (Rouen), 
뚤루즈 대학 (Toulouse)

█    신경심리학 : 깡 대학 (Caen), 몽펠리에 대학 (Montpellier), 파리 5 대학 (Paris V)

█    인지 장애 심리학 : 엑스 마르세이유 2 대학 (Aix-Marseille II)

█    장애 심리학 : 아미앙 대학 (Amiens)

█    직업 교육 학습 공학 : 디종 대학 (Dijon)

█     중독성 행동 및 인문 과학 : 릴 3 대학 (Lille III)

█    습득 및 개발의 정상적 상태와 병리학적 상태에 대한 심리학 : 릴 3 대학 (Lille III)

█    응용 사회 심리학 : 리옹 2 대학 (Lyon II),  몽펠리에 3 대학 (Montpellier III)

기타 전문 교육기관

█     사회과학 고등전문학교
(EHESS, É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이곳에서는 학교 자체 학위를 수여한다. 5년간의 고등 교육과정을 거치면 기본 연구 
논문 작성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입학 허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www.ehess.fr 

█    심리학자 직업학교 
(EPP, École de Psychologues Praticiens)
연구 및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 석사 2년차 과정에서는 전공연구를 
한다 (교류분석, 적학, 계량 심리학 등)  
www.psycho-prat.fr

█    파리 카톨릭 연구소 부설 심리학자 직업학교 
(École des psychologues praticiens de l'Institut Catholique de Paris)
리옹에 분교를 두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심리학 국가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석사2년차과정에서는 전공심화연구 (기업 심리학 또는 임상 심리학)를 시작한다.  
www.icp.fr/icp/formations.php

█    앙제 카톨릭 대학교 부설 응용 사회학 및 심리학 연구소 
(IPSA, Institut de Psychologie et de Sociologie Appliquées de l'Université 
catholique d'Angers)
석사2년차에는 전공연구 (임상 심리학 또는 개발 심리학, 교육 심리학, 사회 
심리학)를 시작한다. 
www.uco.fr

유용한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