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대종 주프랑스 대사가 파리국제대학촌 이사로 선출되었다.

  ◦ 파리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CIUP) 이사회는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의 이사는 대학촌 내 28개 국가관 

대표(프랑스 주재 각국 대사가 겸임) 중 선출하는 바, 레바논, 멕시코, 

그리스, 벨기에 대사와 함께 대학촌 이사로서 3년간 직무를 수행할 예정

    ※ 이사회는 대학촌 운영 관련 예ㆍ결산 심의 등 주요 운영 방향을 결정

□ 1925년 건립된 파리국제대학촌에는 28개의 국가관과 15개의 지역

ㆍ학교관에 12,000여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관은 그중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문을 열어 25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 유대종 대사의 이번 이사회 임명으로 최신 시설과 모범적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관의 입장 및 이익 대변과 함께,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는 파리 한복판의 대학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 세계 

150개국 12,000여명 학생들간의 교류ㆍ협력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파리국제대학촌에 2018년 개관한 한국관은 대학촌 내 최신 시설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팬데믹 상황

에서 30~40% 정도의 평균 입사생 감염률에 비하여 감염률을 5% 

이내로 관리하는 등 방역 역량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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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에는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파리지사와 협력하여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를 열어 타 기숙사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2022년부터는 

한국어 교육과 K-POP 교육을 운영하는 등 그간 대학촌 내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왔음

붙임 : 1. 파리국제대학촌 개요

       2. 한국관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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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파리국제대학촌 개요

□ 연혁

 ◦ 1925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청년 대상 대학촌 개설 결정

     ※ 1925년 André HONNORAT 주도로 파리국제대학촌 국가 재단 설립

 ◦ 1925~1938년 1차 건설기에 19개 기숙사 건립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

 ◦ 1945~1960년 2차 건설기에 17개 기숙사 추가 건립

     ※ 튀니지, 캄보디아, 레바논, 스위스, 브라질, 이란 등

 ◦ 2013~2025년 3차 건설기에 10개 기숙사 건설 추진 중

     ※ 한국관(2018), 이집트관(2022 예정), 중국관(2023 예정),등

□ 현황

 ◦ 위치 : 17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 국가관 28개관, 지역관ㆍ학교관 15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관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 30% 이상 의무 수용

 ◦ 면적 : 37헥타르(370,000㎡, 약 112,000평)

     ※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정원, 숲, 체육시설 등으로 일반인에 개방

 ◦ 거주 인원 : 150개국 12,000여명, 석사ㆍ박사 또는 연구원

     ※ 상황에 따라 학부생 교환학생 등 단기 수용 가능

□ 운영

 ◦ 파리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재단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령을 2021년 6월 제정하여 운영

 ◦ 각 기숙사별 관장을 지정하고, 관장은 해당 기숙사에서 거주

 ◦ 기숙사 거주자 관리시스템, 출입 통제 등 대학촌 내 공동경비 

관리, 인터넷 시스템 공통 사용 등 공동 운영 체제 구축

 ◦ 31명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 2022년 7월 현재 결원 발생으로 28명 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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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한국관 개요

□ 연혁

 ◦ 2014.3월 한불 정부 간 파리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 협약 체결

 ◦ 2016.6월 착공

 ◦ 2018.7월 완공

 ◦ 2018.9월 개관

□ 규모

 ◦ 250실의 숙소 및 편의시설로 구성(지상 9층, 지하1층)

     ※ 한국 학생(70%)과 타 국적 학생(30%) 함께 배정

 ◦ 주요 시설 : 각 층별 공동주방, 학생 휴게실, 학습실, 미술작업실, 

음악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사생회실, 공연장, 식당, 편의점 등

□ 사업비

 ◦ 건축비 350억원(국고 175억원, 사학진흥기금 융자액 175억원)

 ◦ 건축 부지(2,601㎡)는 파리대학교육청에서 제공(767만 유로) 무상 제공

 ◦ 건축 주체 : 한국관 협회(Association maison de la Corée)
 ◦ 시공사 : EIFFAGE

 ◦ 설계 및 감리 : Canale3, Ga-A, Artelia, Alhyange, Aep topolis

□ 운영

 ◦ 한국관 공익재단(FRUP, 이사장 주불대사)을 구성하여 운영

     ※ 2021- 2022학년도 입사생 현황 : 총 245명(한국인 166명, 외국인 79명), 상반기 

32실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실로 활용, 하반기 공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