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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iève Fioraso arrive à Séoul pour la cérémonie d’investiture de Park 

SEOUL, 24 fév. (Yonhap) -- A l’occasion de la cérémonie d’investiture de la présidente Park Geun-
hye, demain matin, le président français François Hollande, a envoyé sa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Geneviève Fioraso, en Corée du Sud. La ministre française, porteuse de 
la lettre du président Hollande destinée à la présidente Park, est arrivée cet après-midi à Séoul pour 
son séjour de trois jours.  

L’envoi du ministre charg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par le président François Hollande est 
significatif parce que la présidente élue Park a mis autant d’importance sur la créativité de l’économie 
et la création d'emplois pour les jeunes comme l’a expliqué l’ambassadeur de France en Corée dans 
une interview accordée à Yonhap début février.  

«La recherche est une des priorités de la présidente Park comme en témoigne la création d’un nouveau 
ministère du Futur, de la Créativité et de l’Innovation. […] Envoyer un ministre membre du 
gouvernement en exercice est un geste d’amitié de la France à l’égard de la Corée et nous espérons 
durant le mandat de la présidente Park de développer nos relations dans tous les domaines mais 
notamment dans le domaine scientifique et universitaire.» 

A l’occasion de sa visite en Corée, la ministre Fioraso rencontrera également les étudiants français à 
Séoul avec le président de l’université de Paris VII Diderot, Vincent Berger, grand contributeur des 
échanges culturels et académiques franco-coréens, juste après la cérémonie d’investiture. A la suite de 
cette rencontre, la ministre française est prévue au palais présidentiel, la Maison-Bleue pour un dîner 
officiel avec les autres représentants étrangers vers 19 heures.  

Au lendemain de la cérémonie, Fioraso entamera sa journée par une visite de l'usine de Samsung 
Electronics à Suwon, à 46km au sud de Séoul puis regagnera Séoul pour un entretien avec le président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Oh Yeon-cheon faisant suite à sa visite au Laboratoire de 
nanotechnologie dans la même université. Elle finira son rapide voyage en Corée du Sud par une 
rencontre avec le ministre du Futur, de la Création et de la Science nommé, Kim Jeong-hoon, actuel 
directeur du laboratoire d’Alcatel-Lucent Bell. 

jhoh@yna.co.kr 

 

Geneviève Fioraso, capture d`image sur le site officiel du ministère françai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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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Deuxième journée de Park à la tête du pays 

SEOUL, 26 fév. (Yonhap) -- Dans le cadre des nombreuses réunions diplomatiques qui ont marqué sa 
deuxième journée à la tête de la Corée du Sud, la présidente Park Geun-hye s'est entretenue avec le 
conseiller à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Maison-Blanche Tom Donilon, avec lequel elle a convenu de 
renforcer la coopération entre les deux pays notamment sur les questions liées à la Corée du Nord, a fait 
savoir son bureau.  

Park a mentionné à l’envoyé américain que le Sud ne pourrait jamais accepter que le Nord s'équipe d’armes 
nucléaires, Séoul et Washington devant travailler ensemble avec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our 
répondre fermement aux provocations de Pyongyang.  

 

Donilon a de son côté souligné l’importance d’une coopération entre la Corée du Sud et les Etats-Unis, non 
seulement en ce qui concerne les provocations de Pyongyang mais également au niveau de leurs politiques 
générales sur la Corée du Nord, dont les efforts pour faire cesser les programmes nucléaires de Pyongyang. 
Il a par ailleurs confirmé l’engagement indéfectible de Washington quant à la sécurité de la Corée du Sud.  

En ce qui concerne les relations bilatérales, Park a déclaré que les deux pays devaient travailler de concert 
afin de consolider encore plus leur alliance historique et Donilon a indiqué que les Etats-Unis souhaitaient 
une coopération plus étroite avec Séoul, non seulement sur la sécurité dans la péninsule divisée mais 
également sur des questions internationales, a rapporté le bureau de la présidente.  

Donilon a également exprimé le souhait de voir Park se rendre à Washington au plus tôt afin d'y rencontrer 
le président américain Barack Obama et de discuter des moyens de coopération entre les deux alliés. Park a 
tenu aujourd’hui plusieurs réunions diplomatiques avec des hôtes étrangers, dont le secrétaire général 
adjoint des Nations unies Jan Eliasson, avec lequel elle a évoqué le sujet crucial de la Corée du Nord.  

Elle a débuté sa deuxième journée à la tête du pays par une rencontre avec le gouverneur général du Canada 
David Johnston. Elle a également reçu dans la journée le vice-président indonésien Boediono, la vice-
présidente péruvienne Marisol Espinoza, le vice-président vietnamien Nguyen Thi Doan, le gouverneur 
général de l'Australie Quentin Bryce et un groupe d’hommes politiques japonais de haut rang mené par 
l’ancien Premier ministre japonais Yasuo Fukuda. 

Park a en outre participé à trois réunions de groupe distinctes, l’une avec les représentants du Danemark, de 
la Grande-Bretagne, de l’Allemagne et de la France, en la personne de la ministre français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Geneviève Fioraso, une autre avec des représentants du Koweit et de l’Arabie 
saoudite et une troisième avec les représentants de l’Afghanistan, du Turkménistan, du Gabon, de 
l’Ouzbékistan et du Kazakhstan.  cather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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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reçoit le conseiller à la sécurité nationale des Etats-Unis 

SEOUL, 26 fév. (Yonhap) -- La présidente Park Geun-hye a accueilli ce mardi le conseiller à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Maison-Blanche, Tom Donilon, et d’autres délégations étrangères venues la 
féliciter, poursuivant ainsi ses efforts diplomatiques au lendemain de son investiture. 

La rencontre avec Donilon a attiré une attention particulière alors que la Corée du Nord est devenue un 
grand sujet de préoccupation pour tous les pays de la région. Park et Donilon se sont salués devant les 
caméras avant une discussion à huis clos. Les détails de leurs échanges ne sont pas encore connus. 

La nouvelle chef d’Etat a également reçu le gouverneur général du Canada David Johnston, le 
secrétaire général adjoint des Nations unies Jan Eliasson, le vice-président indonésien Boediono, la 
vice-présidente péruvienne Marisol Espinoza ainsi qu’un groupe de représentants de la France 
(ministre français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Geneviève Fioraso), du Danemark, de la Grande-
Bretagne et de l’Allemagne. 

xb@yna.co.kr 

 

 
 
 
 
 
 
 
 
 



 
 

 
 

Investiture de Park : la délégation européenne 

SEOUL, 26 fév. -- La présidente Park Geun-hye a reçu les représentants européens ce matin au palais 
présidentiel au lendemain de la cérémonie d'investiture. La ministre français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Geneviève Fioraso (deuxième à partir de la droite), est assise à côté de 
Park. (Yonhap) (END) 
 
 
 
 
 
 
 
 
 
 
 
 
 
 
 
 
 
 
 
 
 
 
 
 



 
 
 
 

 
 

Investiture de Park : les représentants européens 

SEOUL, 26 fév. -- Les représentants européens ont été accueillis à la Maison-Bleue au lendemain de 
la cérémonie d'investiture d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Yonha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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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oble connection  
By Kim Se-jeong 

 
Genevieve Fioraso 

What would Genevieve Fioraso, French minister for high education and research, have said to 
President Park Geun-hye as the latter greeted envoys from all over the world attending her 
inauguration? 
 
Chances are that Fioraso may have mentioned Grenoble which could possibly send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on a momentary trip down memory lane about her short stay in the capital of the 
French Alps. 
 
In 1974, Park enrolled at the University of Grenoble. 
 
She was studying French language in preparation for a post-graduate program in electronic 
engineering. But her stay was cut short by the assassination of her mother, Yuk Young-soo, 
compelling her to return home. 
 
Grenoble is the adopted home for Fioraso. She quit her job as an English teacher in Amiens and 
moved there in 1978. 
 
She moved up the political ladder in the city; and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 appointed her as 
minister last May. 
 
It’s anybody’s guess whether France has carefully selected Fioraso on this mission to gain an inside 
track with President Park. Even if it did, it would not be anything surprising because, if one looks up 
European history books, it isn’t hard to find similar cases. 
 
It would be of great help to have links with people in power. Remember France beat long odds and 
won the billion-dollar contract to sell high-speed trains to Korea. From the position of France, not 
included among the top four powers, it is natural to go the extra mile to make up for the lack of its 
influence with connections. 
 
France is also sending Fleur Pellerin, deputy minist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Korea next 
month. Pellerin is a Korean orphan adopted by a French couple and is emerging as a darling of the 
media to assuage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Korea, shamed in the past for putting babies up for 
foreign adoption.  

skim@ktimes.co.kr,  
 
 
 
 
 



 
 
Agenda chargé de la présidente Park, mardi, pour rencontrer les représentants des pays étrangers qui 
sont venus en Corée à l’occasion de son investiture. Parmi eux, elle a rencontré ensemble les 
représentants de la Grande Bretagne, de la France, de l’Allemagne et du Danemark.    
 
朴朴朴朴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5~10분분분분 간격간격간격간격 18개국개국개국개국 외교사절외교사절외교사절외교사절 만나만나만나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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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어제어제어제 청와대서청와대서청와대서청와대서 첫첫첫첫 아침아침아침아침 맞아맞아맞아맞아 
전날전날전날전날 밤엔밤엔밤엔밤엔 접견할접견할접견할접견할 외빈외빈외빈외빈 자료자료자료자료 빠뜨리지빠뜨리지빠뜨리지빠뜨리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새벽까지새벽까지새벽까지새벽까지 검토검토검토검토 
유엔유엔유엔유엔 사무부총장사무부총장사무부총장사무부총장 만나만나만나만나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 공유해공유해공유해공유해 해외원조해외원조해외원조해외원조 일조일조일조일조" 
日日日日 첫첫첫첫 父子父子父子父子총리총리총리총리 지낸지낸지낸지낸 후쿠다후쿠다후쿠다후쿠다 만나만나만나만나 父親父親父親父親과의과의과의과의 인연인연인연인연 되새겨되새겨되새겨되새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26일 청와대에서 첫 아침을 맞았다. 1979년 11월 
21일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3개월 5일 만이었다. 
 
◇오전오전오전오전 9시시시시 집무실로집무실로집무실로집무실로 출근출근출근출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관저를 출발해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 2층으로 
출근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청와대에서 첫 밤을 보낸 소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곧이어 오전 9시 30분 접견실에서 데이비드 
존스톤 캐나다 총독과 정상 환담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얼리버드(early 
bird)'를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첫 출근을 
해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늦게까지 자료를 읽다가 새벽에야 
잠든 것으로 안다"면서 "26일 만날 외빈들에 관한 자료와 접견 때 말씀할 원고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모두 검토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25일 밤 
9시쯤 첫날 마지막 공식 일정인 외빈 만찬을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 26일 새벽까지 
자료를 읽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하루하루 종일종일종일종일 13개개개개 일정일정일정일정 소화소화소화소화 
 
26 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일정은 낮 12시 45분쯤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18개국, 1개 
국제기구 외빈과의 회담, 단체 접견 등 12개 외교 일정이 종일 이어졌다. 5~10분 
간격으로 20~30분 동안의 면담 일정이 빽빽이 잡혔고, 박 대통령은 줄곧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과 2층 접견실 사이를 오가야 했다. 



 
유럽 외교 사절 접견 - 박근혜 대통령이 26 일 청와대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각국의 

장차관급 취임 축하 사절들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오전 10시 5분쯤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60년간 쌓아온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자"며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얀 엘리야슨 UN 사무부총장과의 접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라며 "한국이 경험했던 농촌 개발 계획이나 
새마을운동을 공유하면서 개발 원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낮 12시 45분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는 "동포 여러분은 미래를 위한 더 큰 도전을 위해 먼 이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신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 삶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日日日日·濠濠濠濠 만나만나만나만나 옛옛옛옛 추억추억추억추억 얘기도얘기도얘기도얘기도 
 
오 후 2시 30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와의 접견에서 박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다"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의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6~1978년 총리를 
지냈던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다. 1979년 다케오 전 총리 내외가 박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 박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로서 부인 미쓰에(三枝) 
여사를 맞이했었다. 후쿠다 다케오·야스오 부자(父子)가 일본에서 처음 2대 총리를 
지낸 것도 박 대통령 부녀(父女)와 닮은 점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저녁 6시 
쿠엔틴 브라이스 호주 총독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브라이스 
총독과의 회담에서도 "1968년 부모님을 모시고 호주를 방문한 적 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다"고 선대의 추억을 더듬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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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느비에브주느비에브주느비에브주느비에브 피오라조피오라조피오라조피오라조(59)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26일 서울대를 방문해 
오연천 총장과 나노 기술 분야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피오라조 장관은 "공공 대학과 엘리트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서울대의 시스템을 프랑스 대학 
교육에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朴朴朴朴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서유럽서유럽서유럽서유럽 특사들에특사들에특사들에특사들에 협력강화협력강화협력강화협력강화 강조강조강조강조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영국영국영국영국·독일독일독일독일 

(서울=뉴스 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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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1) 차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덴마크·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유럽 
고위관리들과 단체 및 개별 접견을 잇따라 갖고 협력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간 경축사절로 방한한 빌리 쇤달 덴마크 외교장관, 
쥬느비에브 피오라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 및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무차관을 접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쇤달 덴마크 외교장관에게 양국간 녹색동맹을 강화하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쇤달 장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북극개발 관련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피오라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사를 
언급했고, 피오라소 장관은 올랑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 문제 등에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과 코쉭 독일 재무차관에게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들은 초청 친서를 전달하는 등 우호관계 증진을 요청했다.  

  

chacha@ 

 
 
 
 
 
 
 



 

“ 프랑스는프랑스는프랑스는프랑스는 과학기술과학기술과학기술과학기술 강국강국강국강국 … 한국과한국과한국과한국과 우주우주우주우주 분야분야분야분야 협력협력협력협력 원해원해원해원해” 

주느비에브주느비에브주느비에브주느비에브 피오라소피오라소피오라소피오라소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고등교육연구부고등교육연구부고등교육연구부 장관장관장관장관 인터뷰인터뷰인터뷰인터뷰 

김환영 기자 whanyung@joongang.co.kr | 제 313호 | 20130310 입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결합하면 남북 모두 잘살 수 있다.’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을 안겨줄 구상이다.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도대체 기술이 앞서면 얼마나 앞섰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오히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환영하는 곳은 프랑스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주느비에브 피오라소(59·사진)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을 파견했다. 

프랑스의 기초 과학과 한국의 기술 연구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메시지를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다. 

 

 피오라소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연구부는 우리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능이 겹친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그르노블은 박 

대통령이 프랑스 유학 시절 공부한 곳이다.  

 

  프랑스 내각엔 모두 34명의 장관이 있다. 이 중 피오라소 장관을 포함해 3명이 교육 분야를 

맡고 있다. 양국 과학·기술·교육 협력의 오늘과 내일을 따져보기 위해 최근 프랑스 대사관에서 

피오라소 장관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피오라소 장관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프랑스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받은 인상은. 

  “감동적이었다. 신임 대통령이 여성이라 기뻤고 올랑드 대통령을 대신해 취임식에 참석하게 

돼 영광이었다. 여러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진 취임식이 흥미로웠다. 취임사는 강력하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었다. 전통 가옥과 최신 건축이 공존하는 서울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변모한 

것도 놀라운 일이다. 유럽은 전통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곳이다. 한국의 변화 속도는 놀랍다. 

프랑스도 한국과 같은 빠른 성장을 바란다.” 

 

 -한국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무엇을 제안하는가. 

 “고등교육, 과학·기술 연구, 민간분야 우주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 프랑스와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 보완 관계다. 

프랑스의 강점은 한국의 약점, 한국의 강점은 프랑스의 약점이다. 프랑스는 물리학·수학 등 

기초과학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구 결과를 산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은 연구 결과의 적용에 강하다. 한국은 이제 기초 연구를 강화할 시점이다. 기초 연구는 

미래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양국의 관심사도 같다. 두 나라 

모두 석유가 없어 핵에너지를 개발해 왔으며 녹색성장, 재생 에너지, 스마트 도시, 지속가능한 

이동성(sustainable mobility)에 공동의 관심이 있다. 프랑스는 지식의 교류를 위한 ‘보편 

정신(universal spirit)’으로 무장한 나라다. 국제 과학·기술 교류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은 예산의 9%를 부담하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ITER은 

국제 과학 협력 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국인 공학자 30명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카다라슈에서 

연구하고 있다.”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에너지, 우주, 환경, 바이오기술, 의료, 나노기술, 마이크로전자기술, 해양학 등이다. 위성 

발사의 경우 프랑스는 60회 이상 한 번의 사고 없이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과학 분야 협력의 

강화를 희망한다.”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해각서(MOU)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가.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초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양국은 과학 교류 협력의 기회가 

많다. 나는 5월 파리에서 열리는 프랑스·한국 정보통신기술(ICT) 포럼과 6월 그르노블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학회에 한국 학자들을 초청했다. 이런 단계를 거친 후 MOU 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유럽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품과 용역의 질로 경쟁력을 

차별화해야 한다. 혁신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강한 기초 연구다. 

기술 연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기초 연구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수도와 지방의 갈등을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 연구의 40%가량이 이뤄지고 있다. 20년 전부터 2개의 법이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국회는 올해 세 번째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상향식 주도(bottom-up initiative)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다. 교육·연구 분야에서 국가는 일종의 ‘전략가(stratège)’로서 국가·유럽연합·국제 

차원의 전략을 정의해야 한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으로서 과제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기술 연구와 과학 연구, 중장기 연구와 장기 연구,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없애고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80개의 대학을 20~30개로 묶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저소득 계층 학생의 진학률을 높이고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도 과제다.” 

 

 -한국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다가 데모나 파업 등 큰 저항에 부닥치는 경우도 많다. 

 “그 또한 민주주의의 매력(charm)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비판 정신은 민주주의에 좋다. 

물론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다 유연해지고 긍정적·개방적이 될 필요가 

있다.” 

 

 -양국의 교육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나. 

  “5500명의 한국 학생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다. 유학생 출신국가 순위에서 여덟 번째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은 인문학·경제학·전문직종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다. 과학 전공 학생은 

3%밖에 되지 않는다. 보다 많은 한국 학생이 프랑스에서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기를 바란다. 

프랑스는 유학생들에게 좋은 사회 환경과 복지 수준을 제공한다. 프랑스에서 박사학위의 

41%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수여된다. 그만큼 교육 개방도가 높다.” 

 

 -인터뷰 직전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 학생들을 만났는데 소감은. 

  “한국에 있는 프랑스 유학생은 1000명 정도다. 수년 내에 더 많은 프랑스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이들이 한국의 음악·문학·드라마 그리고 역동성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양국은 사이즈도 비슷한 데다 기질도 비슷하다. (프랑스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는 

너무 큰 나라다. 프랑스에서 한국인은 프랑스인과 같은 ‘라틴계 민족’으로 간주된다.” 

 

 인터뷰가 끝나고 피오라소 장관은 함께 방한한 파리 7대학의 뱅상 베르제 총장을 소개했다. 

파리 7대학은 40년 전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베르제 총장은 “매년 130명의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다. 프랑스에서 인기가 아주 높아 지난 4년간 한국 



전공자들이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베르제 총장도 한국 유학생의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파리가 1등이었다”고 

강조했다. 

 

 피오라소 장관은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프랑스를 어떻게 

보는가.” “ 한국은 프랑스를 단지 문화와 패션의 나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프랑스가 과학과 기술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가.” “ 유학생을 비롯해 

보다 많은 프랑스인이 한국에 오게 될 텐데 한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RENCONTRE AVEC MME GENEVIEVE FIORASO,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 RCHE,  
EN DEPLACEMENT A SEOUL, COREE DU SUD.  
 

 
 

Mme G. Fioraso rencontre les étudiants Français en échange à Séoul, Corée du Sud. - ES, 25/02/2013.  
 

Envoyée par M. François Hollande à l’occasion de l’investiture de la nouvelle Présidente de 
République de Corée, Mme Park Geun-hye, la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 souhaité 
profiter de son séjour à Séoul pour rencontrer les étudiants français en échange en Corée. Cette 
rencontre a eu lieu le lundi 25 février après-midi, à la résidence de l’Ambassadeur de France en Corée.  
 
Mme Fioraso, accompagnée de Vincent Berger, Président de l'Université Paris Diderot, a souhaité 
s’entretenir avec la douzaine d’étudiants présents sur leurs expériences respectives, étudiants issus de 
différentes écoles & universités en France et se répartissant sur 7 universités à Séoul. La ministre a 
souhaité connaitre nos motivations, nos parcours, notre faculté adaptation, nos relations avec les 
étudiants et professeurs coréens, les difficultés rencontrées lors de notre séjour, et surtout nos projets 
futurs (s’installer en Corée et y chercher un emploi, rentrer en France et travailler en lien avec la Corée 
du Sud). Ce que l’on peut retenir des expériences des étudiants français :  
 
� Tous s’accordent à dire que l’accueil par les universités coréennes est excellent, et organisé selon un 
système de “buddy” : des étudiants locaux se portent volontaires pour parrainer et aider les étudiants 
internationaux dès leur arrivée à l’aéroport, puis pour leurs démarches administratives et leurs 
premiers pas dans le pays.  
 
� Les difficultés rencontrées lors du séjour sont souvent liés à des tracas administratifs, concernant en 
particulier la protection sociale à l’étranger, ou à l’adaptation aux méthodes d’enseignement coréennes, 
l’interactivité pédagogique faisant parfois défaut.  
 
� Beaucoup ont été attirés en Corée du Sud via l’aspect culturel – séries télévisées, K-Pop, films, 
mode, etc. – mais nombreux ont été ceux qui ont souligné, au-delà de l’expérience humaine et 
culturelle, l’attractivité du pays en termes d’opportunités professionnelles. En effet, même s’il reste 
difficile de décrocher un emploi en Corée du Sud (à moins de parler couramment coréen et de se faire 
parrainer par une entreprise), le fait d’avoir vécu 6 mois ou 1 an en Corée est un atout pour la 
recherche d’emploi de retour en Europe.  
 
Au cours de notre échange, j’ai pu présenter à Mme la Ministre notre programme européen IEKC 
[Institutionalizing Europe – Korea Cooperation] et ses points forts : connaitre à la fois le monde 
universitaire, apprendre le coréen, mais aussi s’intégrer dans le monde professionnel en Corée, par le 
biais d’un stage de plusieurs mois, en entreprise ou en centre de recherche. Mme Fioraso a souligné 



l’importance des liens entre l’université et le monde du travail, rappelant qu’un stage permettait aussi 
de mesurer notre capacité à s’adapter au monde de l’entreprise coréen et ses codes, et de travailler 
dans un environnement international.  

Elodie Sauvage,  
Sciences Po Bordeaux, 5A M2 PI, en échange à HUFS,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