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쥬느비에브 피오라소 고등교육·연구 장관은 장 마크 애호 프랑스 총리 일행과 함께 오는 7 월 25 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같은 날 오후 6 시 15 분에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서 피오라소 장관은 2013-

2014 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15 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1-2 년간 지원하게 될 블레즈 파스칼 장학금 

증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장학 프로그램에는 6 억 2 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후 장관은 2 건의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합니다. 프랑스 대학총장 협의회 회장 겸 파리 13 대학 장 

루 살츠만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겸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 그리고 살츠만 총장과 

서울여자대학교 전혜정 총장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리셉션을 통해 피오라소 장관은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 채택된 고등교육에 관한 새로운 프랑스 

법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SB)을 방문하여 

프랑스 보건의학연구소(INSERM) 및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두 곳과 4 년간 협력을 체결하는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프랑스정부가 지원하는 블레즈 파스칼 장학금은 2005 년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프랑스의 유수 대학과 그랑제꼴의 석, 박사 과정에 입문하여 성공적으로 학업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프랑스 양국 간의 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9 년간 103 명의 장학생들이 이미 프랑스에서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학, 경제, 경영 및 비즈니스 계열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비 전액 혜택 및 체류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한국-프랑스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며, 건강 보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블레즈블레즈블레즈블레즈    파스칼파스칼파스칼파스칼(1623(1623(1623(1623––––1662166216621662 년년년년))))은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발명가, 작가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블레즈블레즈블레즈블레즈    파스칼파스칼파스칼파스칼    장학금은장학금은장학금은장학금은    주한주한주한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프랑스대사관에서프랑스대사관에서프랑스대사관에서    관장하며관장하며관장하며관장하며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기업기업기업기업    Lafarge Lafarge Lafarge Lafarge Halla Cement(Halla Cement(Halla Cement(Halla Cement(라파즈라파즈라파즈라파즈    한라시멘트한라시멘트한라시멘트한라시멘트))))의의의의    

공식후원을공식후원을공식후원을공식후원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쥬느비에브쥬느비에브쥬느비에브쥬느비에브    피오라소피오라소피오라소피오라소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고등교육고등교육고등교육고등교육·연구연구연구연구    장관장관장관장관    방한방한방한방한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정부정부정부정부    장학금장학금장학금장학금    ««««    블레즈블레즈블레즈블레즈    파스칼파스칼파스칼파스칼    »»»»    장학증서장학증서장학증서장학증서    수여식수여식수여식수여식    및및및및        

파리파리파리파리 13131313 대학과대학과대학과대학과    전북대학전북대학전북대학전북대학, , , , 파리파리파리파리 13131313 대학과대학과대학과대학과    서울여자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    간간간간    양해각서양해각서양해각서양해각서    체결식체결식체결식체결식    

    

시간시간시간시간    : 2013: 2013: 2013: 2013 년년년년 7 7 7 7 월월월월 25 25 25 25 일일일일    오후오후오후오후 6 6 6 6 시시시시 15 15 15 15 분분분분    

장소장소장소장소    : : : : 서울시서울시서울시서울시    서대문구서대문구서대문구서대문구    합동합동합동합동 30 30 30 30 번지번지번지번지    주한주한주한주한    프랑스대사프랑스대사프랑스대사프랑스대사    관저관저관저관저    

기자님들을기자님들을기자님들을기자님들을    리셉션에리셉션에리셉션에리셉션에    초대합니다초대합니다초대합니다초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