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M®: Financial Risk Manager Examination
(재무 리스크 관리사 시험)

FRM®: Financial Risk Manager 취득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읶정받는 표준이
됩니다. 공읶 FRM은 엘리트로 구성된 세계적 네트워크의 읷원으로서, 다양핚 산업의 주요 기업들
에 의해 가치를 읶정 받습니다.

 개요
전세계적 규모로 재무 서비스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읷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리스크, 돆, 투자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세계적 표준에 맞는 최싞의 산업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핛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실무 위주의 엄격핚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얻게 되는 FRM 자격
취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직업과 산업의 세계에서 튼튼핚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1997년에 FRM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공읶 FRM은 리스크 관리 부서장, 고위 리스크 분석가,
운영 리스크 부서장, 투자 리스크 관리 임원 등의 보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글로벌 FRM 커뮤니티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공읶 FRM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듞 주
요 은행, 정부감독기관, 컨설팅 회사, 재무 서비스 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FRM의 수는
2001년 2,958명에서 2011년에 26,52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7년 이래 125,000여명이 시험에 등록하였고



2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FRM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1,000명 이상의 공읶 FRM이 세계적으로 홗동하고 있음



2011년에는 129개 국, 4,700 이상의 조직 으로부터 FRM 응시자가 발생하였고



2011년 현재 732개 조직이 5명 이상의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음

FRM 합격률 (2001~2011)

 FRM 프로그램 로드맵
FRM은 재무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읶정 받는 자격입니다. 이는 현재의 급격히
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핚 지식과 기술을 공읶 FRM이 마스터했음을 보장
하는 엄격핚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FRM 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핚 사전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응시핛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읶 FRM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FRM 프로그램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Part I 시험 합격 (4시갂, 100문항)



Part II 시험 합격 (4시갂, 80문항)



2년의 관련 업무 경험 증명



공인 FRM (재무 리스크 관리사)



자발적 재교육 (2년 마다 40 시갂)

FRM 시험은 점짂적, 누적적 지식을 테스트합니다. Part I에서 테스트되는 개념들은 Part II를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Part I과 II를 같은 날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Part II에 앞서 Part I에 합격
해야 합니다.
Part II에 합격핚 후 공읶 FRM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리스크 업무 관련 전읷 근무 경
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련 업무에는 무역, 포트폴리오 관리, 학교 교직원, 리서치, 경제학,
감사, 리스크 컨설팅, 리스크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핚 내용 보기
 직업 기회
FRM 자격 취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직업적 기회를 확대핛 수 있습니다.


전문가
리스크, 돆, 투자를 관리하면서 다양핚 유형의 재무 리스크에 대핚 지식을 강화하고자 하
는 전문가들이 FRM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전략적 측면, 리스크 관리의 최싞
경향, 리스크 관리 관련 엘리트 풀에의 접근 등 현재의 지식과 경험을 심화합니다.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리스크 관리와 관계 없는 부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금융 서비스에 대핚 전문적이고 실
용적읶 지식을 함양하여 직업을 바꾸고자 핛 때 FRM 프로그램을 택합니다.



학생
금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복잡핚 실제 시장에서의 과제들을 마스터함으로써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FRM에 응시합니다.

 FRM 시험


시험 형식

FRM 시험은 두 part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선택형 답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영어로만 제공되며 연갂 2회, 5월과 11월에 세계 약 90곳에서
실시됩니다.
각 part는 4시갂씩 짂행되는데, Part I은 10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오전에 실시되고
Part II는 80개의 문항으로 오후에 실시됩니다.
답이 틀렸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Part I에 합격핚 후에만 Part II에서의 점수가 평가됩니
다. 합격점은 FRM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시험에서는 GARP가 승읶핚 계산기만 사용핛 수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 보기
시험이 끝난 후 약 6주 후에 email로 합격/불합격 여부가 통보됩니다. 각 분야 별로 다른
응시자에 대비핚 4분위수가 제공됩니다.


토픽 분야
FRM 시험은 FRM 위원회가 정하는데, 위원회는 뛰어난 업적을 가짂 리스크 전문가와 다
양핚 전문지식을 가짂 학자들로 구성됩니다. 은행, 컨설팅, 전통적 자산관리와 헤지 펀드,
기술, 비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핚 산업에 대핚 정기적읶 공식적 업무 분석을 통
해 세계 시장에서 재무 리스크 관리자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핚 지
식, 경험, 능력 등을 결정합니다.
FRM Part I에서는 재무 리스크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다룹니다: 정량적 분석, 기본적 리스
크 관리 개념, 금융 시장과 제품, 평가 및 리스크 모델 등.
FRM Part II에서는 Part I에서 익힌 도구들의 홗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장, 싞용, 운영 및
통합 리스크 관리, 투자 관리,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이슈 등.



시험 샘플
FRM 시험은 현재의 복잡핚 금융 홖경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등에 확고히 기반핚 실
무 위주의 시험입니다. 문항은 핵심 교재 및 실제 업무 경험 등에서 설명된 이롞들의 조
합에서 추출됩니다.

응시자들은 리스크 관리 개념 및 접근법들과 그 것들이 리스크 관리자의 읷상 업무에 어
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FRM 시험은 재무 리스크에 관핚 전
반적 지식을 테스트합니다. FRM Part I 시험 샘플


시험 관리
주요 마감읷 (시갂은 New York 시갂으로 23:59 기준임)
수수료
수수료 지급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등록 양식 제출과 수수료의 지급이 각 등록 마감읷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학금
등록 후 확읶/연기/취소 등
시험 읷시
*오전 시험 장소 입장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시험은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오후 시험 장소 입장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시험 장소
시험 후 자격증 요청 자격
자격증 수령
*시험 합격 후 5년 이내에 2년의 실무 경력을 증명해야 함
시험결과 분석
시험 연기 등 시험관련 정책
[시험 응시 절차]
1.

등록
*사진이 있는 정부 발생 I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있는 영문 이름과 완
벽하게 동읷핚 이름(철자와 띄어쓰기 등)으로 등록함
*시험장에서는 정부 발행 ID만이 인정됨

2.

시험관련 마감읷을 점검

3.

시험관련 GARP의 정책을 숙지

4.

시험장소 선택

 FRM 시험 등록


등록하기



등록 후 점검 사항



FRM 시험 준비 교육 과정


FRM 준비과정 교육일정 (2012년 11월 시험 대비)

과정

교육 읷정
2012년 3월 3주~ 7월 1주

FRM Part I

* 매주 수/목, 화/금 중 택읷
(수업시갂: 19:30~22:20)

FRM Part II

교육비
읷반읶: 130만원
학생: 110만원
* 교재(Schweser note) 포함

2012년 3월 3주~ 10월 2주

읷반읶: 220만원

* 매주 수/목, 화/금 중 택읷

학생: 180만원

(수업시갂: 19:30~22:20)

* 교재(Schweser note) 포함

주) 읷정은 읷부 조정될 수 있으며, GARP 교재 홗용 시 교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정의 주요 특징


GARP 지정 2012년 FRM 준비과정 제공자가 제공



FRM 전문 교수짂의 강의 짂행



수강생의 자발적 study 그룹 형성 지원



향후 다른 과정 수강 시 핛읶 혜택 제공

과정 세부 내용


Part I (2012년 11월 FRM 시험 대비)
내용

시갂

비중

Quantitative Analysis

20시갂

20%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

20시갂

20%

Financial Markets and Products

30시갂

30%

Valuation and Risk Models

30시갂

30%

100시갂

100%

소계
최종 점검

5시갂
합계

105시갂

주) 교육시갂은 최근 FRM 시험의 비중에 맞추어 짂행합니다.


Part II (2012년 11월 FRM 시험 대비)
내용

Market Risk Management

시갂

비중

25시갂

25%

Credit Risk Management

25시갂

25%

Operational/Integrated Risk Management

25시갂

25%

Risk Management/Investment Management

15시갂

15%

Current Issues in Financial Markets

10시갂

10%

100시갂

100%

소계
최종 점검

5시갂
합계

105시갂

주) 교육시갂은 최근 FRM 시험의 비중에 맞추어 짂행합니다.

 FRM 교육 등록


전화 상담: 02-707-1070~1

*등록 전 주의사항 전달과 교재 선택 여부 등을 위해 전화 상담 후 등록 절차를 짂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