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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란?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1886년 6월 4일 수교)을 맞아 

양국 간 우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2015년과 2016년 2개년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 

상호교류의 해 기간 동안 양국간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문화 , 무역 , 투자 , 과학 , 기술 , 관광 , 체육 , 교육 및 청소년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부는 물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로 지정하여 운영

일회성 행사보다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프랑스 및 한국 전역에 걸쳐서

문화•예술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로

예외적이고 도전적이며 

양국의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프로그램

+ +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2015년 9월 18일 샤요국립극장에서 <종묘제례악> 초연으로 시작해서 2016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개최되는 수많은 행사들은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는 2016년 21일 시작되는 3월 넷째 주에 공식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외교국제개발부 장-마크 에호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모티브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프랑스의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가지가 넘는 문화, 과학, 교육, 경제, 스포츠, 미식 관련 행사들이 

서울과 주요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계기로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고 양국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우정과 협력관계 발전에 특별한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2015년 11월 3, 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것도,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2016년 6월 1일에서 4일까지 박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국 내 프랑스의 해’의 성공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준비했고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가, 문화기관, 기업 및 스타트업, 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 지자체와 협회 등 양국의 모든 

관계자들과 단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한국 내 프랑스 교민 및 프랑스의 친구들이 개최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을 최대한 

즐기기를 기원합니다.

 |  프 랑 스  대 통 령  축 사  |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올랑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여정이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막한 ‘한국 내 

프랑스의 해’의 다채롭고도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프랑스 문화에 담긴 창조성, 

혁신성, 다양성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국이 130년간 쌓아온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년 만에 이루어진 프랑스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문화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을 알린 한-불 합작 공연 <시간의 나이> 사례처럼, 공동 창작과 협업으로 

만들어 낸 작품들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와 협력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대장정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 근 혜

 |  한 국  대 통 령  축 사  |



창조와 혁신에 대한 최우선의 관심, 현대생활의 불을 밝히는 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 

바로 이것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특징짓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두 국가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국제 행사입니다. 

오랜 신뢰, 공동의 관심사와 열망을 바탕으로 양국은 특별한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 과학, 

경제,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제안을 통해 항구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이 함께 

수립한 계획들을 적시에 이행하려는 의지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양한 공공·민간 분야에서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들이 양국의 거대 

수도에 편향되지 않고, 두 도시를 넘어 양국 전역에서 실행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로봇 공학에서 양국이 가진 강점들을 내세우는 수백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양국의 신생기업들을 전면에 세우면서, 명성 높은 문화유산 및 현대미술 전시회, 대부분 

미발표작으로 이뤄질 공연들을 개최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기 있는 미식 행사 그리고 지식인, 과학인 

및 비지니스계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활성화된 양국 교류에 더욱 

풍요롭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일시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16년을 너머 그 이후에도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토대와 협업 원칙들을 조성하고, 굳건한 협약 체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류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작시키고, 양국 전역의 다양성을 알리면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것 

입니다.

 |  프 랑 스  조 직 위 원 장  인 사 말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장    앙리 루아레트

지난 가을 파리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를 

성공리에 시작한 데 이어, 이제 서울에서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더욱 가까워진 한국과 프랑스간의 유대감, 그리고 공통의 관심을 토대로 양국의 관계가 한층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의 해’에는 문화, 예술 뿐 아니라 과학, 경제,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교류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에서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통해 전통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었고, 국립장식미술관에서는 한국공예전을 통해 현대적으로 

계승된 한국문화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한류, 식문화, 인터넷 등을 소개하는 강연과 세미나, 

시연 행사를 통해 역동적인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유산이 뛰어난 문화강국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올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에는 프랑스의 문화, 예술 외에도 디지털과 로봇 등 첨단과학과 산업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두 나라의 과학자, 지식인의 만남의 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향후 양국이 

지속적인 경제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향후 양국 교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장  조 양 호 

 |  한 국  조 직 위 원 장  인 사 말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예술감독     아네스 베나예        
   한국 예술감독        최준호

 |  서  문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하반기 프로그램이 창작·창의·혁신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문화예술뿐 아니라 경제, 교육, 관광, 스포츠, 미식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교류의 결실로 

탄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직후 소개된 200개가 넘는 행사들이 12월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선보이는 대부분의 행사들은 한국과 프랑스 기관 간 일대일 협력 방식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예술가, 기관, 전문가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하반기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재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르세 미술관전> 과 더불어,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 

파리 관현악단과 국립 로렌 오케스트라 공연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개관한 롯데콘서트홀은 대대적인 <프랑스 포커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용, 연극, 서커스, 

거리공연, 영화를 아우르는 수많은 프랑스 문화예술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관계와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기간의 주요 행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0월에 개최되는 <서울 거리예술축제>와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 프랑스 포커스>, <2016 잔다리 페스타> 등 풍성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1회 한불 고등교육, 연구, 현의 만남>, <로보 월드>, <한-불 해양 기술 포럼>, <물과 우주>, <투르 드 

프랑스> 등 경제, 과학, 스포츠 분야의 대규모 교류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으며, 한-불간 문학, 교육 분야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벤트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지난 130년 동안 양국을 이어온 꾸준한 교류의 

결실입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자주, 깊이 교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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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교육·학술·과학

미식·스포츠·기타 전체일정

경제·국방

조직위원회

공연예술

공연예술
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 본 프로그램북은 폐막주간 행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anneefrancecor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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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테지 한국본부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프랑스 주간
• 2016. 7. 20 - 31  |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마로니에 공원 등

아시테지 한국본부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아시테지 프랑스 본부와 협력하여 여러 행사들 중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프로젝트들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월에는 파리 떼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에서 한국의 우수 아동극 
<달래이야기>, <나무와 아이> 두 편을 선보였으며, 오는 7월에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 프랑스 주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랑스 아동청소년극 세 편을 초청하고, 한국 극단과 프랑스 연출가의 합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아동청소년극 전문 평론가, 
연출가 등이 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 등의 부대행사에 함께하여 보다 심도 깊게 각국의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 주간 초청작]
- 바운스! (BOUNCE!)
<바운스! (Bounce!)>는 실패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무용극으로 현악연주에서 비트박스를 아우르는 음악이 함께한다. 2016년 유럽의 대표 
아동청소년극 축제인 프랑스 모믹스 페스티벌과 독일 파놉티쿰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투어활동을 펼치고 있다.
- 몬~~~~~스터(MOOOOOOOONTRES)
어린이라면 혹은 어른이라도 모두가 한 번쯤 무서워했을 법한 괴물의 존재. 이 작품은 침대시트, 이불보, 베개, 전등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불 꺼진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생각해봄직한 괴물과 두려움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 비밀의 문 (Derrière la porte)
1부터 10까지 새겨진 문들이 있는 의문의 호텔. 주인마저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기 위해 하나씩 문을 열어 본다. 비밀의 문 
(Derrière la porte)은 초현실의 판타지를 대사 없이 인형,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한, 사랑스러움과 장난기 가득한 작품이다.

[한국-프랑스 합작]
더 클라우드(The Cloud)
오브제와 배우의 움직임을 무대언어로 활용하는 프랑스 '극단 콤파니 아'와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한국 '극단 손가락'이 합작하여 이번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이다.  조건없는 우정과 사랑의 감정을 다루며, 우리 안의 외로움과 차이에 대한 통찰, 나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갈망을 
그려내는 동시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연극이다. 

[부대행사]
한국-프랑스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아동청소년극 희곡 관련 심포지엄, 프랑스 드로잉 아티스트 전시 혹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바운스 몬-~~~~~스터 비밀의 문

페스티벌 오원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
• 2016. 8. 25 - 26  |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 체임버홀  • 2016. 8. 26 - 28  |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 2016. 8. 29 - 31  |  부산 영화의전당   • 2016. 8. 31  |  명동성당              
• 2016. 9. 2   |  서울 페리지홀    • 2016. 9. 3 - 5  |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페스티벌 오원과 프랑스 유수의 축제들이 공동으로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Corée-France Classic 

Festival)>을 개최한다. 상호교류의 해 자문위원인 첼리스트 양성원의 지휘 하에 프랑스와 한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 양국 연주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 중 한국 공연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정통 연주자들과 악단의 연주를 선보임으로써 국내 

클래식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프랑스의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르 피가로(Le Figaro)>지의 동행취재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콘서트장 및 공연장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 한국 공연에서는 라벨(M. Ravel)과 슈베르트(F. Schubert)의 피아노 트리오(Piano Trio)와 함께 엔리오 모리코네(E. 

Moricone)의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 Oboe)>, 바칼로프(L. Bacalov)의 <일 포스티노(Il postino)>, 니노 로타(N. Rota)의 <길 모음곡(La Strada 

Suite, arr.Ohad Ben Ari)>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들을 선곡, 전국의 관객들이 음악회를 조금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공연에는 첼리스트 양성원을 비롯해 모딜리아노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엠마뉘엘 슈트로세(Emmanuel Strosser),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Olivier Charlier), 메조-소프라노 마리 폴 밀론(Marie Paule Milone), 피아니스트 드니 파스칼(Denis Pascal), 첼리스트 마크 코피(Marc 

Coppey), 비올리스트 김상진,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피아니스트 이효주 등 한국과 프랑스, 거장과 신진 등 나라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인들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 서울에서의 공연과 함께 영화의 도시 부산과 예술의 도시 여수에서의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의 한국 측 주관을 맡은 페스티벌 오원은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감독을 맡아,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력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작한 오감만족 콘셉트의 <페스티벌 오원(Festival Owon)>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례 시연, 도예, 사진전 등 한국의 

다양한 예술을 전하고 있다.

Trio Owon Modigliani Qu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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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문화재단

롯데콘서트홀 개관페스티벌 

롯데콘서트홀은 올해 8월 문을 연 클래식 공연장으로 개관을 기념하여 12월까지 고음악, 현대음악, 파이프 오르간, 프리미엄 애프터눈 공연 등 4가지 
콘셉트로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특별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다양한 프랑스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될 
것이다. 

2016. 9. 20  |  장 기유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 - 현존하는 금세기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마지막 거장 장 기유
경이로운 테크닉, 독특한 음색 배합과 리듬 해석 등으로 존경 받아온 장 기유는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 편곡자로서 오르간 레퍼토리 
확장에 전력을 다한 인물이다. 특히 그가 편곡하여 연주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대표적인 명연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화려한 기교와 
섬세하고 웅장한 톤으로 오르간의 한계를 넘나들며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오르간 레퍼토리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 작품의 원 
연주자가 직접 연주하게 되는 이번 공연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2016. 10. 15  |  윌리엄 크리스티 & 레자르 플로리상 - 고음악 르네상스의 주역, 23년 만의 내한
20세기 고음악 르네상스의 주역인 윌리엄 크리스티가 그가 창단해 고음악의 부흥을 함께 이끌었던 레자르 플로리상과 2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윌리엄 크리스티의 진두지휘로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며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 온 레자르 플로리상의 이번 내한은 고음악 애호가들에게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다. 기악과 보컬 앙상블로 이루어진 레자르 플로리상은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별히 헨델, 비발디, 하이든, 모차르트뿐 아니라 
스트라델라, 치마로자 등 평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주옥같은 작곡가의 작품들을 생생하게 선사할 예정이다.

2016. 10. 26  |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 - 우리시대 음악의 이정표 그들의 역사적 첫 내한
20세기 음악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곡가 중 한 명이자 현대음악을 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거장 피에르 불레즈가 창단한 프랑스 현대음악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이 역사적인 한국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앵테르콩탱포랭은 리게티, 바레즈에서부터 현재 음악감독인 마티아스 
핀처와 진은숙까지 이르는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에 타계한 현대음악의 전설 불레즈가 앵테르콩탱포랭을 위해 
작곡한 <메모리알(Mémoriale)>의 초연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6. 11. 22  |  마티아스 괴르네 & 윌리엄 켄트리지의 <겨울나그네> -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의 감각적인 미장센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빈 페스티벌 등 유럽의 가장 명망 있는 페스티벌 및 극장에서 2014년 초연되며 화재를 모았던 
<겨울나그네>가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 작품은 독일 가곡의 거장 마티아스 괴르네와 드로잉, 영화, 연극, 오페라 작품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 아티스트 윌리엄 켄트리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작품의 예술성과 화제성 모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윌리엄 
켄트리지의 영상은 마티아스 괴르네의 목소리를 더욱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며 새로운 <겨울나그네>를 선사할 것이다.

• 2016. 9. 20 - 11. 22  |  롯데콘서트홀

장 기유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

레스앤레스,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니크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니크 
• 2016. 9. 22 - 24 | 클럽 벌트(Club Vurt), 케이크샵(Cakeshop)

2002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파리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니크(Les Siestes Electroniques)> 

는 쉽고 자유로운 접근, 야외, 첨단의 라인업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아래에서 전문가층부터 일반 대중들까지 보다 폭넓은 관객들의 감각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매혹적이고 다방면적인 현대음악의 공연을 

제안해 오고 있다. 

베를린, 리가, 교토, 카이로, 아부다비 등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던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니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올해 서울과 툴루즈, 파리에서 양국의 전자음악가들이 

서로의 음악을 통해 교류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번 공연의 취지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전자음악씬이 앞으로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공연과 더불어 여러 부대행사를 통해 양질의 

컨텐츠를 양국의 대중에게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해당 공연장이나 

아티스트에게만 이슈가 되는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음악시장과 

공연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길 기대한다. 또한 전자음악에 대한 자국 대중의 이해도와 호기심을 유도하고 국내기획 프로그램의 정보량을 

높히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프랑스의 아티스트 피드즈(Feadz), L.B 아카라바는 전 세계를 무대로 본인들만의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테크노 사운드를 들려주는 프로듀서, 디제이 

로써 오는 9월에 서울의 유명한 전자음악 공연장인 클럽 벌트(Club Vurt)와 케이크샵(Cakeshop)에서 서울의 전자음악 및 테크노 팬들과 소통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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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로베르토 쥬코
• 2016. 9. 23 – 10. 16  |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은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연출가 장 랑베르-빌트와 그와 2012년부터 호흡을 맞춰온 로랑조 말라게라 연출을 

초청하여, 프랑스의 대표 극작가인 마리 콜테스의 문제작 <로베르토 쥬코>를 공연한다. 이를 통해 국립극단은 프랑스 희곡과 예술가를 국내에 알리며, 

작품을 통해 억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콜테스는 프랑스의 대표 작가로 그의 작품은 3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로베르토 쥬코>는 콜테스의 유작으로 실존한 

이탈리아의 연쇄살인범 로베르토 수코(Roberto Succo)를 모델로 해서 쓰여졌다.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 방황을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험 연출가로 극작, 연출, 연기, 무대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독특한 세계를 선보여 온 연출가 장 

랑베르-빌트와 2012년부터 그와 호흡을 맞춰온 연출가 로랑조 말라게라가 공동 연출한다. 친어머니를 비롯해 무수한 사람을 죽인 살인마 로베르토 

쥬코의 세상이 실험적이고 독특한 미장센으로 구현 될 예정이다.

[연출소개]

장 랑베르-빌트(Jean Lambert-wild)

프랑스 출신의 연극 제작자이자, 연출가이다. 극작가, 배우, 무대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전과 현대희곡을 오가며 현대적인 창작 작업을 하고, 

타 장르의 창작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해왔다. 현재 떼아트르 드 유니옹(Théâtre de l'Union)의 예술감독이자, 리모주 국립고등연극학교(l'Académie,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Théâtre du Limousin)의 감독이다.

로랑조 말라게라(Lorenzo Malaguerra)

스위스의 몽테(Monthey)에 있는 떼아트르 뒤 크로슈탕(Théâtre du Crochetan)의 감독이다. 배우, 무대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약 20여 편의 연극을 연출한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장 랑베르-빌트와 연극, 디지털 아트 사이의 경계에서 협업을 통해 공연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프랑스 포커스
• 2016. 9. 24 - 10. 15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등

1998년 제13차 국제무용협회(CID-UNESCO) 세계총회 서울 유치를 계기로 탄생한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는 국내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제 무용 행사이다. 그 동안 무용 강국인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세계 각국 무용단의 초청공연과 한국 무용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가을을 ‘춤’으로 물들이며, 국내외 무용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는 올해 축제기간 동안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국 무용예술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과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프랑스 포커스>에는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 맨 드레이크 X 토메오 베르게스(Man Drake X Toméo Vergès), 블로바잡 프뤼(VLOVAJOB PRU), 컴퍼니 얀 

뢰회(Compagnie Yann Lheureux), 프렐조카주 발레단 (BALLET PRELJOCAJ), 고무신 컴퍼니 등 총 6팀의 프랑스 공연단체가 참여해 프랑스 무용의 

독특한 미학과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프랑스를 넘어 현대 유럽무용의 새 역사를 쓴 것으로 평가되는 카롤린 칼송은 이번 축제에서 <버닝(Burning)>, <로스코와 나의 대화(BLACK 

OVER RED)>, <밀도(Density)> 등 짤막한 세 개의 솔로 작품을 연이어 선보인다. 한편 맨 드레이크 X 토메오 베르게스는 기계적인 움직임과 

리듬으로 굴절된 시간을 보여주는 <아나토미아 푸블리카(Anatomia Publica)>를 공연하며, 블로바잡 프뤼는 네 안무가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미모사((M)IMOSA)>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무신무용단은 프랑스 국립무용단 출신의 무용수로 유럽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이은영이 2009년 창단한 무용단체다. 이번 축제에서는 

춤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탐구하는 프로젝트 <한; 감정 메모리(Han, Gamjung Memory)>를 선보인다. 또, 컴퍼니 얀 뢰회는 

프랑스 안무가 얀 뢰회(Yann Lheureux)와 한국 무용수 15인의 공동협업작품인 <레드서클(Red Circle)>을 공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전 발레에 기초를 두면서 수 많은 현대 예술가들과 영역을 넘어서 작품을 제작해온 거장 앙줄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갈라 프레조카주>를 개막작으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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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거리예술축제

거리예술 작품 상호교류 – 서울거리예술축제
• 2016. 9. 28 - 10. 2  |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등

거리예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 양국의 축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류는 거리예술이 대중과 

관객들을 만나고 양국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양국의 거리예술 작품을 양국의 대표적인 축제에서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향후 창작단체와 축제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한국 거리예술 프로그램은 스트라스부르그 거리예술축제(FARSe)와 오리악 국제거리극축제에서 한국의 젊은 

거리예술단체인 모다트의 <감정공간>, 연희컴퍼니 유희의 <유희노리> 공연들이 프랑스 관객들을 만날 것이다. 또한 프랑스 거리예술의 대표적인 

극단들이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프랑스의 거리예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거리예술 분야 창작 및 

교육 교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한눈에 확인하고, 엄선된 프랑스의 대표 거리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한불 공동제작 및 협력프로젝트>

- 까르나비에(Cie Karnavires) & 예술불꽃 화(花,火)랑 < 길 – PASSAGE> 

- 오스모시스(Osmosis) & 올웨이즈 어웨이크 <내 땅의 땀으로부터>

- 컴퍼니 얀 뢰회(Compagnie Yann Lheureux) & 한국예술종합학교  <레드써클>

- 창작그룹 노니(Creative Group NONI) & 서커스 예술가 <역:STATION:驛>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SSACC) &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NAC) <깃털병정(Soldats de Plume)>

<초청 프로그램>

- 시 카라보스(Cie Carabosse) <파이어 인스톨레이션>

- 루아주 서커스(Cirque Rouages)  <소다드(Sodade), 그리움>

- 콜렉티프 드 라 바스큘(Collectif De La Bascule)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Vincent Muteau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랑스 포커스
• 2016. 9. 29 – 10. 3  |  전주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시 일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월드뮤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월드뮤직을 소개하는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교류하고 융합되었던 자유로운 캠퍼스 같은 프랑스의 문화적 분위기를 한국과 세계 소리가 
모이는 전주에서 만나본다.

2016. 9. 30  |   후안 카르모나(Juan Carmona)  
기타리스트 후안 카르모나는 플라멩코의 핵심과 강점을 모두 체득한 연주자이다. 프랑스에서 플라멩코의 근간을 이룬 집시 음악과 자연스레 
마주쳤고, 자신의 혈통이 근거지로 삼아왔던 안달루시아로 돌아와 플라멩코 본연의 맛을 흡수해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오가며 완성된 
그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하며 오랜 역사를 지닌 플라멩코 본연의 매혹을 잃지 않으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6. 9. 30  |    얀-팡시 케메네르(Yann-Fanch Kemener)
고전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음색을 들려주는 얀-팡시 케메네르는 프랑스 서부 해안의 브레통(Breton)지역의 독특한 창법을 구사한다. 오늘날 
브레통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인구는 세계적으로 채 50만 명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얀-팡시 케메네르의 노래를 통해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소중한 역사의 유산을 만나는 셈이다. 아코디언과 피리들, 그리고 기타가 함께 엮어내는 사운드는 마치 오래도록 미래 
세계와 교류해온 공상과학 영화 속 고대 신전의 어느 제례를 떠올리게 한다. 

2016. 10. 2  |   로조 & 들소리(Lo'Jo & Dulsori) 
시인이자 가수인 데니스 펭과 바이올리니스트 리샤르 부로에 의해 처음 결성된 로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온 월드 뮤직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준다. 프랑스의 민요와 집시 음악이 연상되는 멜로디, 북아프리카의 토속 리듬과 영미권 팝 음악의 인상, 그리고 주술적 아우라까지 뒤섞여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의 창작 국악 그룹 들소리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로조의 폭 넓은 흡수력이 우리 고유의 장단을 그들의 어법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지 기대된다.

2016. 10. 3  |   낭코(Nant/co)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판소리의 협업은 이미 많이 시도된 바 있지만, 깊이 있으면서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재구성한 낭코의 연주는 이 둘의 
결합을 더욱 빛나게 한다. 농익은 소리에 세련됨이 살아있는 소리꾼 조주선의 목소리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 
그리고 색소폰리스트 프랑수아 리포슈 등을 비롯한 프랑스 재즈 뮤지션의 연주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듯 한 음악을 만들어 낸다. 프랑스 낭트에서 
매년 진행되는 한국의 봄 축제를 통해 매년 발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얀-팡시 케메네르로조 앤 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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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잔다리컬처컴퍼니, 프랑스문화원

서초구청

2016 잔다리 페스타

한-불 음악축제: 레 지노상 공연

• 2016. 9. 30 - 10. 3  |  홍대 거리 일대

• 2016. 10. 1  |  서울 서초구 몽마르트공원

잔다리 페스타는 서울에서 열리는 쇼케이스형 뮤직페스티벌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디 아티스트를 초대한다. 젊은이들의 거리이기도 한 서울 홍대 거리 전역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과 카페 등에서 공연을 한다. ‘작은 다리’를 의미하는 ‘잔다리’는 아티스트와 관객, 기획자, 

제작자 그리고 해외에 다리를 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4일간 논스톱으로 펼쳐지는 잔다리 

페스타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기 시작한 한국 인디/독립문화의 중심 홍대 거리에서 

뮤지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쇼케이스형 뮤직페스티벌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좀 

더 많은 국제적인 팀들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4-5개 정도의 프랑스그룹을 초대하고자 

한다. 이 그룹들은 홍대 거리에 위치한 라이브클럽에서 1시간 정도 쇼케이스형식으로 공연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음악계에 이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한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프랑스그룹의 쇼케이스 외에 본 페스티벌과 공동으로 ‘프랑스의 밤’(10월 2일 

예정)을 개최하여 단기간 행사에 참여하여 일시적인 협업을 이루는 그룹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2016년 10월 1일 서초구청에서 개최하는 <한-불 음악축제>에 프랑스의 유명한 

그룹 '레 지노상'이 몽마르트 공원 야외에서 무료 공연을 펼친다. 팝송이나 록 그룹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가장 존경받는 그룹에 속하는 레 지노상의 1989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5개의 앨범을 통해 프랑스 샹송을 재발견 할 수 있다. ‘또 다른 

피니스테르’, ‘완전한 세상’, ‘컬로르’와 같은 곡들의 작곡가들이기도 한 레 지노상은 

지난 30년 간 프랑스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그들의 노래와 음악들, 가사 

등은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익숙하다. 2015년 멤버가 재구성된 후 새로운 앨범으로 

음악 평론가들과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그룹의 멤버는 현재 J. P 나타프와 장 

크리스토프 위르뱅으로 프랑스 내에서 성공적인 순회 공연을 열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의 첫 공연으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한 프랑스인 

및 남녀노소를 불문한 대중들에게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16. 10. 1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랭스 여름음악산책 페스티벌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8회 정기 연주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축제인 랭스 여름음악산책(Les Flâneries 

Musicales de Reims)이 양국을 방문해 기념 연주회를 갖는다. 먼저 2016년 7월에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랭스 여름음악산책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국의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랭스 여름음악산책의 예술감독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인 장 필립 

콜라르(Jean Philippe Collard)가 한국을 방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음악애호가 집안에서 태어난 장 필립 콜라르는 파리 음악원을 졸업한 이후 1969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Concours International Marguerite 

LongJacques Thibaud)에서 포레 상을 받고, 1970년에는 프랑스의 치프라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오자와 

세이지(Ozawa Seiji)의 지휘로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과 협연하면서 미국 무대에 데뷔했다. 로린 마젤(Lorin Maazel),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라벨 협주곡 음반은 그라모폰 잡지에서 최고의 협주곡 음반으로 선정되었고, 2003년 레종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5년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국내 굴지의 관현악단으로, 연간 9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국내 교향악 공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의 공연을 함께하면서 국내 유일의 오페라, 발레 전문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14년부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를 맡고 있는 임헌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청중과 비평가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음악가이다. 그는 쇤베르크, 바르토크, 베베른 등의 작품을 초연하며 국내 클래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통해 국내 음악계의 저변을 탄탄히 다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장 필립 콜라르와 함께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과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8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라벨의 협주곡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인 장 필립 콜라르와 함께 선보이면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음악회의 색깔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클래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 21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문학

교육·학술·과학

경제·국방

미식·스포츠·기타

2015 - 2016 한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롯데콘서트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자라섬 프렌치 올스타즈
• 2016. 10. 1 | 롯데콘서트홀

2016년 가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재즈 올스타들이 서울 롯데콘서트홀에 모인다. 1945년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장 재즈 베이시스트가 

된 앙리 텍시에가 이끄는 콰르텟과 프랑스 재즈의 정점에 있는 마누 카체, 가장 촉망받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 에렐 베송, 그리고 재즈와 즉흥 

음악의 귀재 죠슬렝 미에니엘이 한국에서 다시 보기 힘든 특별한 편성으로 프랑스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앙리 텍시에 콰르텟 (Henri Texier Quartet)

전통적인 재즈 어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편성과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는 앙리 텍시에 콰르텟은 현대적이고 독특한 연주로 듣는 이를 압도한다.  

이들은 10월 1일 서울 공연 이후 인천으로 이동하여 10월 3일 추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마누 카체 (Manu Katché) 

마누 카체를 빼놓고 현재 프랑스 재즈와 월드뮤직 신을 논하기는 어렵다.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음악의 승리상(Victoires de la 

musique)'에서 연속으로 베스트 편곡상, 베스트 녹음상 등을 휩쓸며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위대한 프랑스 뮤지션과 협업하여 재즈, 팝, 락, 샹송, 

월드뮤직 등 모든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드러머이다. 2004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훈장(Chevalier des Arts et Lettres)을 

수훈했다. 

에렐 베송 (Airelle Besson)

프랑스에서 가장 촉망 받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에렐 베송은 그 존재 자체로 빛난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e 

Supérieure de Musique de Paris)을 졸업한 후, 듀오, 트리오, 오케스트라를 넘나드는 왕성한 프로젝트를 이어간 그녀는 2014년 프렌치 재즈 

아카데미 '장고 라인하르트 어워드'에서 올해의 프랑스 음악가(French Musician of th year)로 선정되었다

죠슬렝 미에니엘 (Jocelyn Mienniel)

재즈와 즉흥음악의 귀재로 불리우는 죠슬렝 미에니엘은 무대 위의 연주자들과 관객,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플루티스트이자 재능 있는 

작곡가이다. 월드뮤직, 재즈, 팝, 레게, 샹송 등 장르를 불문한 수많은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만의 독보적이고 자유로운 

음악적 색채를 선보이고 있다. 

앙리 텍시에 콰르텟 조슬렝 미에니엘

올웨이즈 어웨이크, 오스모시스

내 땅의 땀으로부터
• 2016. 10. 1 - 2  |  서울거리예술축제

한국의 올웨이즈 어웨이크와 프랑스의 오스모시스가 합작으로 선보이는 <내 땅의 땀으로부터>는 땅을 발판으로 노동을 일구며 삶을 영위해온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작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강렬한 음악과 역동적인 댄스, 사실적인 움직임 

묘사로 삶의 리얼리티를 고스란히 담아낼 것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와 자연이 주는 생명력에 대한 진중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미 첫 번째 한-불 합작 작품으로 2013년에 선보인 공연 <철의 대성당>이 한국의 과천한마당축제, 프랑스의 샬롱거리극축제, 독일의 퍼스펙티브 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공연되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듯이, <내 땅의 땀으로부터> 또한 2016년 한국의 대표 공연축제 서울거리예술 

축제에서 서울 시민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땅의 땀으로부터>는 땅을 발판으로 노동을 일구며 삶을 영위해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가치가 살아 숨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 내려온 우리의 전통적 삶의 방식과 의식 및 

문화적인 코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여전히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또한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발판이자,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모태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보다 독창적인 방식의 작품을 완성해, 참신하면서도 공감이 가능한 작품으로 구성해낼 것이다. 한국의 댄서와 

음악가, 농부들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오디션과 연습을 진행하며 오랜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선보일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댄스와 리얼리티를 구현한 작품을 선보여 왔던 알리 살리는 이번 작품에서도 도심의 중심부를 배경으로 하여 댄서와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 그 현실성을 증폭해낼 것이다. 다큐멘터리와 허구, 극적인 현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는 춤을 추며 도심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땅을 대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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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재즈 수 레 포미에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프랑스 포커스

2004년 시작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한국의 대표적인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축제 

기간에는 자라섬 전체가 다양한 공연장으로 조성되며,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갈대가 어우러진 곳곳에서 국내외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페스티벌이다.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매년 특정 국가를 지정해 집중 조명하는 포커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재즈 강국의 다양한 음악과 대표적인 

아티스트를 국내에 소개해 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즈 페스티벌인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와 공동으로 프랑스 포커스를 개최한다.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 프랑스 재즈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또 프랑스에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양국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다. 

2016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기간 동안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즈 아티스트 약 4팀이 한국 자라섬에서 공연한다. 앙리 텍시에 콰르텟(Henri Texier 

Quartet), 마누 카체(Manu Katché), 에렐 베송 콰르텟(Airelle Besson Quartet), 아람 리-조슬랭 미에니엘(Aram Lee-Jocelyn Mienniel)이 

자라섬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프랑스 포커스로 집중 소개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즈 페스티벌에서 유럽 재즈의 

강국인 프랑스 음악을 집중 소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매년 한 팀 이상의 프랑스 재즈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등 

프랑스 재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여기서 소개된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초청공연을 통해 프랑스 재즈를 널리 알리고, 워크숍과 포럼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일반 

관객들이 프랑스 재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프랑스 측 파트너인 재즈 수 레 포미에는 ‘사과나무 아래에서의 재즈’라는 뜻을 지닌 34년 전통의 프랑스 대표 재즈축제이다. 매년 

부활절 40일 뒤인 예수승천대축일을 전후하여 노르망디 지방의 쿠탕스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된다. 세계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가하며 

마을의 성당, 광장,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 무대가 마련된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재즈 수 레 포미에>기간에는 이곳에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 2016. 10. 1 - 3  |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한국예술종합학교, 컴퍼니 얀 뢰회 (Yann Lheureux)

레드 서클
• 2016. 10. 1 - 2  |  서울거리예술축제   • 2016. 10. 8  | 서울세계무용축제 
• 2016. 10. 15  |   예술의전당    • 2016. 10. 30  |  인천국제무용축제

1986년 힙합 댄스로 무용계에 첫 발을 디딘 얀 뢰회(Yann Lheureux)는 현재 

프랑스의  무용도시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무가이다.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한 학기 동안 창작과 학생들을 가르친 이후 

그는 한예종 무용원,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부산국제무용제 등 

많은 한국 문화예술축제 및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다.

2009년에 얀 뢰회는 자신이 안무한 <리치 아워 소울(Reach our Soul)>이란 작품을 

위해 한국문화원을 통해 무용수 오디션을 열었고, 한국의 무용수 손영민과 함께 

작업했다. 또, 2010년에는 부산국제무용제에서 공연할 작품 <본능(Instinct)>를 

위해 7명의 한국무용수들과 처음으로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2012년, 

안무가 얀 뢰회가 솔로 작품 공연을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서울세계무용축제와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재공연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접촉하면서 그는 한국 무용수들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창작세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얀 뢰회와 한예종 무용원은 신작 <레드서클(Red Circle)>을 선보이고자 한다. <레드서클>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그룹으로 확대해 접근시키는 작업이다. 작품에 출연하는 12명의 한국 무용수들은 원형의 순환적인 동선으로 움직임을 시작한다. 

그것은 곧 하나의 최면상태를 유발하고, 이러한 육체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용수들의 시도 속에서 춤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레드서클>은 집단적 흥분, 열광과 군중의 움직임을 무대 위에 그려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얀 뢰회의 <레드서클>은 2016년 가을 한예종 무용원과 서울세계무용축제 등에서 관객에게 선보인 뒤 2017년 여름 프랑스에서 다시 한 번 공연될 

예정이며, 같은 해 가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도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보라 예술기획, 고양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프랑스 국립 로렌 오케스트라

로렌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2016. 10. 19 - 22  |  안산, 대전, 부산 
• 2016. 10. 20  |  예술의전당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시립합창단 2곳(고양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이 프랑스 

국립 로렌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프랑스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인 쉴트 듀에 페스티벌 에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공연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월에는 로렌 오케스트라가 내한하여 한국 순회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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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음악연구소 크리마(CREAMA), 그람(GRAME),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GRAME / CNSMD 초청콘서트 '프랑스 음악의 밤'
• 워크숍 | 2016. 8. 29 - 9. 2  |  한양대학교   • 세미나, 렉처콘서트 | 2016. 10. 11 |  한양대학교 
• 콘서트 |  2016. 10. 16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콘서트 |  2016. 10. 18, 20 |  한양대학교    
• 세미나 | 2016. 10. 19 | 한양대학교   

2015년 크리마(CREAMA)는 리옹 국립고등음악원(CNSMD de 

Lyon)에서 세 번의 연주회를 통하여 한국의 현대음악뿐 아니라 

전통음악을 현지인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하였다. 

2016년에는 그람(GRAME)의 작곡가들과 테크니션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음악뿐 아니라 프랑스 전통음악을 연주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연주자들과 한국 연주자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양국간의 문화적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

<퍼커션 프롬 프랑스(Percussion from France> - 몸짓과 음악(Gesture & Music)

장 조프로이(Jean Geoffroy)의 지휘로 프랑스 대표적인 작곡가 티에리 드 마이(Thiery de Mey)의  <몸짓(Pièce de gestes)>이 연주되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한국 초연되는 티에리 드 마이의 작품은 몸 동작이나 제스쳐를 통해 연주되는 작품으로 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타악기 

전문연주자는 물론 작곡가들에게도 신선한 영감을 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창작음악의 밤> - 젊은 작곡가 교류음악회 

한국의 젊은 작곡가 작품 중 2곡,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의 작곡가 작품 중 2곡을 선정하여 양국의 젊은 작곡가들의 음악적인 상상과 어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리옹국립고등 음악원의 작곡 교수 필립 위렐(Philippe Hurel)의 작품도 함께 소개되어 

프랑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곡가의 음악세계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전통의 혁명(Revolution of Tradition)> - 한국의 전통음악과 프랑스 고음악의 만남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의 고음악 연주단체들이 각각 그람(GRAME)의 위촉작품과 전통음악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빛과 음악(Light & Music)>

손의 상하 좌우 움직임과 이동을 빛이 감지하여 영상에 움직임을 선으로 그려주며, 손의 움직임과 제스쳐에 따라 전자음향이 함께 생성되고 움직이며 

음악이 연주되는 멀티미디어 작품이다.

<파우스트 컨셉 모바일 스마트폰 콘서트>

새로운 기획 의도로 가득한 이번 한-불 교류 연주 페스티벌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주회가 될 스마트폰 콘서트에서는 청중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한다. 

항상 공연장에서 제3자인 청중들이 이번 공연에서는 스마트폰의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청중들이 연주의 주체자가 되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신선한 아이디어의 공연을 열 예정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앙상블 마테우스(ENSEMBLE MATHEUS)와 한국 성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만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1991년, 장-크리스토프 스피노시(Jean-Christophe Spinosi)에 의해 설립된 앙상블 마테우스는 프랑스의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이다. 바이올리니 

스트로서도 유명한 지휘자 장-크리스토프 스피노시의 리드 아래, 앙상블 마테우스는 바로크음악과 고전음악에서 두각을 발휘했다. 또한 체칠리아 

바르톨리(Cecilia Bartoli), 필립 자루스키(Philippe Jaroussky), 나탈리 드세이(Natalie Dessay), 마리-니콜 르미외(Marie-Nicole Lemieux) 등 세계 

최정상급의 성악가들과의 협연을 통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음악 앙상블로 성장해왔다. 

특히 세계적인 카운터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버진 레이블에서 발매한 ‘히어로’ 음반에 참여하여 디아파종 도르 등 주요 음반상을 수상하면서 앙상블 

마테우스는 명실공히 프랑스 최고의 챔버 앙상블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에도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 레이블에서 두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바로크 음악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탁월한 연주력을 과시하고 있는 앙상블 마테우스가 2016년 처음으로 한국 무대를 

찾는다. 

이번 무대는 조수미, 홍혜경 등을 이어 한국의 차세대 성악계를 책임질 음악가로 급부상한 소프라노 황수미가 함께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뮌헨국립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한 황수미는 2014년 퀸 엘리자베스 성악 콩쿠르(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에서 우승하면서 전 세계 성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정적이면서도 풍부한 음색을 지닌 리릭 소프라노로 평가받는 황수미는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와 헨델의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한다. 

아트앤아티스트

황수미와 함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 내한공연
• 2016. 10. 23  | 서울, 롯데콘서트홀    • 2016. 10. 28  |   구리, 구리아트홀 
• 2016. 10. 29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 2016. 10. 30  |   청주, 청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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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MBC경남

통영국제음악제 : 프랑스 포커스
그람(GRAME)의 <스레드>  
• 2016. 10. 22  |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및 블랙박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는 

프랑스 문화예술의 정수를 선보일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 지난 상반기 

에는 로베르트 카헨,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와 올리비에 쉬네벨리, 

반더러 트리오,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에리크 르 사주의 공연 으로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선보였다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통영에서는 

그람(GRAME)의 <스레드>와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Ensemble Intercon 

temporain) & 마티아스 핀쳐(Matthias Pintscher)의 공연이 펼쳐진다.

198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된 그람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컴퓨터 음악 

연구소로 새로운 음악 작품들을 생산하고 콘서트를 통해 보급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음악·뉴 테크놀러지, 비디오 아트와 

멀티미디어가 혼합된 이들의 <스레드> 공연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공연이기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진다. 프랑스 포커스의 마지막, 10월 

28일 통영국제음악당 무대에 오르는 단체는 세계 최정상 현대음악단체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이다. 거장 피에르 불레즈가 창단한 프랑스 

현대음악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과 지휘자 마티아스 핀처의 공연은 이 

시대 프랑스 현대음악, 더 나아가 전세계 현대음악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주기에 더없이 완벽한 공연이 될 것이다.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과 마티아스 핀쳐 
• 2016. 10. 28 |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및 블랙박스

그람(GRAME)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

국립극장, 떼아트르 드 라 빌

이오네스코 <코뿔소>
• 2016. 10. 28 - 30   |  국립극장

현대 공연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프랑스 테아트르 드 라 빌은 그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2004년 초연한 테아트르 드 라 빌의 대표 

레퍼토리 <코뿔소(Rhinocéros)>는 현대연극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외젠 이오네스코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연출가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가 연출을 맡았다.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인 외젠 이오네스코는 사뮈엘 베케트, 아르튀르 아다모프, 아다모프, 장 주네와 더불어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알려져 

있다. 1950년 첫 번째 희곡 ‘대머리 여가수’이후 ‘수업’(1951), ‘의자들’(1952)을 연이어 발표한 그는 부조리극이라는 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프랑스 

문학과 연극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를 세계적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걸작으로 평가받는 <코뿔소>는 20세기 인류를 위협했던 나치즘의 

집단 본능을 맹렬하게 풍자한다. 평화로운 한 마을에 코뿔소가 등장하고, 전염병이 번지듯 주민들은 하나둘씩 코뿔소로 변해가고, 주인공 베랑제는 

코뿔소로 변해가는 모습에 저항하며 끝까지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다. 이 작품은 희곡이 가지는 매력으로 인해 이미 국내외 여러 연출가들에 

의해 무대화되어 다양한 버전으로 공연되어왔다.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가 연출하는 <코뿔소>는 그만의 독보적인 연출력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코뿔소로 변해가는 과정에 빗대어 탁월하게 

묘사한다. 이 작품은 자유의 억압, 세뇌당하는 사회 등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초연 이후 영국 바비컨 센터, 미국 뉴욕 BAM(브루클린 음악원), 일본 

사이타마 예술극장 등 세계의 유명 극장과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꾸준히 사랑받았다. 10년 넘게 명성을 이어온 <코뿔소>의 이유 있는 저력을 국내 

최초로 오는 10월 국립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 위원회, 야킨그룹, La Famille Arbossens 협회

프랑스 재즈 트리오 야킨 콘서트 
• 2016. 10. 21  |  대구 대백플라자  • 2016. 10. 22  |  대전 관사촌 
• 2016. 10. 27  |  전주 동락원   • 2016. 10. 28  |  대전 엑스포한빛탑메인무대 
• 2016. 10. 29  |  인천 신세계문화홀  • 2016. 10. 31  |  광주 광주극장

야킨(Yakeen)은 마누치 재즈(집시 스타일) 그룹으로 프랑스 고전 샹송과 악기를 혼합하여 집시 풍 재즈 레퍼토리를 제안하고 있다.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타악기를 기본으로 한 기타연주와 집시, 플라멩코가 야킨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스윙, 룸바, 집시 풍과 중동 분위기의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트리오 야킨의 투어를 통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집시 풍 재즈를 널리 알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한다. 또한 프랑스 

문화 보급과 증진에 참여하고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더욱 풍부한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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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

2015년 4월 개관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거리예술 베이스캠프이다. 지난 40년간 서울시의 물 공급을 

담당하던 구의취수장을 리모델링해 태어난 이 공간은 거리예술과 서커스 공연의 산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예술 거점인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Cité des Arts de la Rue)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리예술 창작자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페아(FAIAR, 거리예술전문교육기관)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공공간 예술창작> 워크숍을 확대해, 

페아의 정규과정 학생들(16명), 창작단체인 제네릭 바푀(Générik Vapeur)의 강사진 4명, 그리고 한국예술가 약 10명이 참여하는 <대형작품 실험실>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쉬드사이드(Sudside, 공연예술 구조물제작 전문단체)와 함께 약 10명의 한국예술가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공연예술 

구조물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는 일련의 교류사업들을 발표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6년 5월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에서 <한국의 봄> 행사를 기획,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서울에서 <프랑스의 가을> 행사를 교차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가을>은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거리예술관련 교류사업을 발표하는 장이자, 영상과 이미지 자료를 통해 지난 십여 년간 추진된 

거리예술 분야의 양국의 교류 흔적을 둘러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커스 

창작워크숍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거리예술 전문가양성 대형작품 실험실 <Lost in Translation> :  제네릭 바푀 4명, 페아 관계자 및 학생 18명, 한국예술가 7명

- 서커스 창작워크숍 공연 <깃털병정> :  연출 - 뱅상 고메즈(Vincent Gomez), 한국예술가 8명

- 거리예술 공동제작 <내 땅의 땀으로부터> :  오스모시스 & 올웨이즈 어웨이크 10명 내외

- 2016년 공연예술 구조물제작 워크숍 전시(예정) : 쉬드사이드 3명, 한국예술가 10명

- 거리예술 이동형전시

- 한불 거리예술 교류의 역사를 기록한 영상

• 2016. 11. 4 - 5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LG아트센터, 컴퍼니 DCA(COMPAGNIE DCA),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E)

필립 드쿠플레 <콘택트>
• 2016. 11. 11 - 13  |  LG아트센터 
• 2016. 11. 17  |  대구수성아트피아 

2000년 개관 이래 세계적 명성의 수준 높은 공연들을 선보이며 국내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온 공연장 LG아트센터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의 <콘택트(Contact)>를 한국 관객에게 선보인다. 

<콘택트>는 2014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e) 의 최신작으로, 카툰, 서커스, 댄스, 마임, 연극, 영화, 뮤지컬을 혼합하여 

만든 뮤지컬이자 비주얼 코미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카바레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뮤지컬로 만드는 과정을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또한 무대 위에는 무용수, 라이브 뮤지션, 배우, 가수, 음악가 등 총 15명이 출연해 인간의 선과 악, 예술, 사랑 등의 테마를 시각적인 

화려함과 위트 있는 음악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드쿠플레가 존경하는 선배 안무가이자, LG아트센터와도 인연이 깊은 예술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대표작 <콘탁트호프 

(Kontakthof)>에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기도 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콘택트>는 2014년 초연 이후 프랑스 전역의 19개 도시에서 공연되었으며, 

2015년에는 영국, 벨기에, 독일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고 올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안무가 필립 드쿠플레는 고전적인 공연 요소와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복합 예술공연을 선보이며 프랑스 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춤, 연극, 서커스, 마임, 영화, 그래픽, 패션, 만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녹아있으며, 이를 화려한 비주얼과 아크로바틱을 통해 

그려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4년에도 드쿠플레는 그의 대표작을 모아 만든 작품 <파노라마>로 LG아트센터에 내한해 국내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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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현악단 중 하나인 파리 오케스트라가 한국을 찾는다. 특히 이번 내한공연은 새로 임명된 

예술감독 다니엘 하딩(Daniel Harding)이 함께할 예정으로 더욱 큰 기대를 모은다. 젊지만 탄탄한 경력으로 주목받는 다니엘 하딩의 지휘 아래, 새롭게 

재편된 파리 오케스트라가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고자 한다. 또한 이번 파리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은 세계적인 

바이올리 니스트 조슈아 벨(Joshua Bell)이 협연에 참여해 국내외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파리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은 베를리오즈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프로그램으로 확정지었으며,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의 중에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베를리오즈와 드뷔시를 필두로, 섬세하고 색채감 넘치는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1967년 프랑스 음악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파리 오케스트라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게오르그 

솔티(Georg Solti),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손을 거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악단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파리 오케스트라의 8대 수석지휘자가 된 다니엘 하딩은 영국 출신의 지휘자로, 베를린 필 최연소 지휘, BBC 프롬스 최연소 데뷔 등의 기록을 세우며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오페라와 교향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에 두루 능한 하딩은 섬세한 해석과 함께 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이름이 높은 지휘자이다. 

이번에 협연에 참가하는 조슈아 벨은 매년 200회 이상의 투어를 소화하고 있는 클래식 계의 슈퍼스타다. 영화음악, 뮤지컬, 재즈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연주자로 알려진 그는 이미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으며 그라모폰, 에코 클래식, 그래미상 등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빈체로, 파리오케스트라

다니엘 하딩 & 파리 오케스트라
• 2016. 11. 15  |  대구콘서트하우스 
• 2016. 11. 1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다니엘 하딩

조슈아 벨

이승동, 엘립시스 콰르텟(ELLIPSIS QUARTET)

한국과 프랑스의 '소리'
• 2016. 11. 20 - 27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이승동과 프랑스의 세계적인 색소폰 콰르텟 엘립시스가 색소폰을 통해 양국의 소리와 음악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국제 색소폰 학회에서 한국 작곡가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셀 쉬르 벨(CELLES-

SUR-BELLE)에서 이승동 리사이틀을 통해 한국의 소리와 음악을 프랑스 관객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엘립시스 콰르텟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류 공연을 이어간다. 

<한국과 프랑스의 '소리'>란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교류공연은 1부 프랑스의 소리, 그리고 2부 한국의 소리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색소폰으로 편곡된 명곡들과 한국과 프랑스 작곡가들의 초연곡들을 연주한다. 

먼저 엘립시스 색소폰 콰르텟이 연주하는 1부 프랑스의 소리에서는 피헤른(Pirene)의 ‘서주와 론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프랑세(Francaix)의 ‘소 

4중주’, 에스카이흐(Escaich)의 ‘비르투오조 탱고’ 등이 소개되며, 이와 함께 프랑스 작곡가의 헌정 초연곡이 연주된다. 이어지는 2부 한국의 

소리에서는 이승동이 솔로로 연주하는 소리와 이승동과 엘립시스 콰르텟이 함께 연주하는 한국 작곡가 헌정 초연곡이 공연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피날레는 이승동과 엘립시스 색소폰 콰르텟이 함께 ‘아리랑’을 연주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 색소폰의 아름다운 어우러짐을 들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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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성, 아티 파티

프레쉬 앤 프렌치
• 2016. 12. 8 - 10  |  서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유러피안 랩(EUROPEAN LAB) 행사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프레쉬 앤 프렌치 

(Fresh & French)>를 개최한다. 

2011년부터 리옹에서 ‘유러피안 랩(EUROPEAN LAB)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여러 축제 및 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과 함께 

창조적인 문화와 미래에 대한 포럼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아티 파티는 행사에 한국을 공식 초청, 한국의 다양한 음악공연을 

선보이고, 미래도시의 모습에 관한 한-불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리옹에서의 프로그램으로 2016년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뉘 소노르(NUIT SONORES) 페스티벌'은 일렉트로닉, 인디펜던트, 비주얼과 디지털 문화를 주제로 

한국의 음악과 디자인, 그래픽 아트와 건축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다. '유러피안 랩 포럼(EUROPEAN LAB FORUM)'은 “내일의 문화를 상상하다” 

라는 주제로 한국과 유럽의 문화예술 기획자, 창업 관련자 등 새로운 문화주역들과 일반 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포럼과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카르트 블랑슈 서울(Carte Blanche à Séoul)'은 2003년부터 인디음악을 발굴, 소개해온 뉘 소노르(NUIT SONORES) 행사의 

일부로, 올해는 한국의 음악적 심장이라고 할 홍대 인디밴드들의 공연을 마련했다. 일렉트로, 힙합, 전통음악, 팝, 펑크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총 

12팀의 뮤지션들이 대중들과 함께 뜨거운 무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시각예술
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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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사진미술관, 주 드 폼 국립미술관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 2016. 5. 14 - 8. 10  |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고은사진미술관은 파리 주 드 폼 미술관(Jeu de paume)과 긴밀한 협력 하에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

써 아시아와 유럽 파트너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프랑스 사진적 전통의 맥락을 잇

는 작가 브뤼노 레끼야르의 사진전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를 두 기관이 공동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 104점이 소개된다. 

브뤼노 레끼야르는 1967년 당시 동세대와 동시대 사고에 대항한 자유로운 영혼을 표방하는 르포 사진 작업으로 데뷔했다. 그가 3년 동안 사진 작업을 

한 모리스 베자르와 20세기 발레단과의 만남은 그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들과 함께한 사진 작업의 경험은 그에게 단지 르포르타쥬 사진 주문 

제작의 차원을 넘어, 그를 둘러싼 익숙한 공간과 일상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사진의 개념적인 접근을 추구했고, 무의미한 주제들의 단순한 목록화 혹은 수집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재현Constats>이라 

명명된 작품 시리즈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그는 도시적인 요소인 철셔터, 광고판, 나무기둥 등을 나열해 보여주고 있다. 그는 “나는 그 시절 각각의 이미

지들에 대한 막연한 집착과 욕망으로 넘쳐 났다. 이 이미지들은 사진으로 찍기만 했을 뿐 프린트는 하지 않았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

각적인 호기심은 작가 본인의 인생관과 시각의 변화를 드러내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내면적 성찰과 “공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준

다.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는 동안 이루어졌던 사진 작업 후 그는 활동을 갑자기 중단하고 “다른 것을 시도해” 보고자 회화에 몰두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의 사진 필름, 슬라이드 필름, 전시 작품 등을 1993년 정부에 기증했다. 

20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거친 후에 그는 다시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노르-빠-드-깔레의 풍경과 회화 작업을 

위해 머물렀던 포르투갈 파비아의 좁은 골목 그리고 특히, 파리 시내 풍경을 파노라마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진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1970년 이후 그

의 삶의 거처가 된 파리는 그에 의해 무한한 시각적인 자료로 거듭났으며, 파리의 수많은 디테일과 초시각적인 현상, 산책 도중 관찰한 일상적인 장면들

이 사진이라는 틀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새로이 탄생되고 있다. 

고은사진미술관과 주 드 폼은 이 전시와 도록을 통해 브뤼노의 과거 작품을 회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그의 작품 경향을 예시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전시는 각각의 다른 테마로 구성된 작가의 단계별, 주제별 작품세계의 흐름과 작품 단절시기를 잘 드러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역설적이지만 작품세계에 내재한 동일한 주제의식과 비범함을 다양한 측면의 접근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DTC섬유박물관, 릴3000

음식을 입다
• 2016. 5. 27 - 7. 31  |  대구 DTC 섬유박물관

<음식을 입다(TEXTIFOOD)> 전시는 식품 생산의 부산물을 기본 원료로 한 섬유를 활용한 의류 및 소품 전시이다. 대량 생산되는 식자재,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친환경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농작물 및 식재료의 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와 이를 이용한 패션 의류, 소품, 세계 각국의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를 응용한 제품이 전시되며, 작품, 

샘플,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천연섬유는 자연에 존재하는 섬유소를 찾아내어 섬유/직물로 가공, 활용하는 사례로, 전통적 천연섬유(면, 마)와 식물의 줄기(연꽃), 잎 (바나나, 

사이잘삼), 열매(카카오, 케이폭), 조개 등을 활용한 섬유이다. 합성섬유는 단독으로 섬유를 제작할 수 없는 재료에 사람의 힘을 더해 가공, 활용하는 

사례로, 자연 소재를 화학 처리하여 제작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식물 소재(유칼립투스, 대나무 등)를 재료로 한 세룰로오스 섬유 계통과 갑각류, 우유, 

와인, 맥주 등을 소재로 한 비非셀룰로오스 섬유 등이 있다. 

코랄리 마라벨(Coralie Marabell), 크리스티앙 본 포르셀르(Kristian Von Forselles)등 10여 개국 30여 명의 작가와 30여 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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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미술관, 크레테유 예술의 집

홈 시네마
• 2016. 6. 11 - 10. 16  |  대구미술관 프로젝트룸

2011년 건립된 대구미술관은 매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미술의 

경향이나 작가들을 주제로 한 해외교류전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세계 미술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더불어 동시대 

예술의 미술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대구미술관은 프랑스 내 여러 미술관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전시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 <홈 

시네마(HOME CINEMA)>는 프랑스 크레테유 예술의 집(Maison des Arts de 

Créteil et du Val-de Marne)과 함께 마련한 프랑스 현대미술전이다. 크레테유 

예술의 집은 발드마른 주의 주도인 크레테유 시에 위치한 복합 문화예술센터로 

연극, 음악, 무용, 전시,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작업을 소개, 지원하고 있는 

공간이다. 

대구미술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홈 시네마>전은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뉴 미디어 현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다.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뉴 미디어 영역을 현대미술과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에밀리 브루 & 막심 

마리옹(Emilie Brout & Maxim Marion)외 15명의 작가들의 영상 및 뉴 미디어 

설치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시 제목인 <홈 시네마>는 오늘날 영화 제작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은밀한 영역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객’의 정의마저 변화시켜 관객을 잠재적인 영화제작자나 배급자로 변모시켰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휴대폰을 스튜디오 

삼아 매일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 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회적 역할과 시스템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홈 

시네마>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경향을 뉴 미디어 설치작품들을 통해 분석하고 자 하는 전시이다. 

그간 프랑스와의 미술교류는 자주 있었지만, 이렇듯 확장된 개념의 프랑스 현대미술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은 이번에 마련한 일련의 교류전들을 통해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랑스 문화관련 행사들을 지역에서도 개최하며 

지역예술발전에 힘을 싣고자 한다. 또, 그 동안 한국에서 폭넓게 다뤄지지 않았던 프랑스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곡미술관, 오를랑 스튜디오, 앵스티튀 프랑세, 쌍트르 데 자르 엉기엉-레-뱅, 미셸행 갤러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파리 소르본느 누벨 대학교 부설 영화와 시청각연구원, 국립고등영상원 루이-뤼미에르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5 기획전

영상아카이브와 역사연구 - 경험과 방법론의 교류

• 2016. 6. 17 – 10. 2  |  성곡미술관

• 2016. 7. 11 - 12  |  고려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본 전시는 성형수술 퍼포먼스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오를랑의 전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회고전으로 1966년 작품을 필두로 현재까지의 

오를랑 작품을 소개한다. 비디오,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3D아바타의 

증강현실, 비디오 게임 등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식의 

미공개 발표 영상작품 12점과 사진 43점, 입체작품 1점, 그리고 

일상의 오브제 설치 작품으로 구성된다. 

오를랑은 1947년 생으로 현재 가장 위대한 프랑스 생존작가들 중 

한 명이다. 원숙의 경지에 도달한 오를랑 작가는 현실에 대한 미술의 

실험적 개입을 통해 강력하고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우리시대의 

사회적 담론을 작품의 주제로 다룬다. 그 작품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컴퓨터 포토샵과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의 

얼굴들을 합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생명공학 기술을 작품제작에 

도입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시도한다. 

이와 같이 오를랑은 예술표현 영역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현대인의 삶의 환경과 친근한 예술세계를 지향한다. 결과적으로 오를랑의 

작품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작가의 말에 따르자면 “처음부터 내 작품은 신체에 가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압력들에 대한 

질문이었다.” “신체를 작업하기, 그리고 내 몸 위에서 작업하기, 그것은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함께 나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술가로서의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 오를랑은 더욱 더 자유로운 인간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상아카이브와 역사연구 – 경험과 방법론의 교류> 콜로키움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3년간 주관하였던 <한국 근현대 영상자료 수집 

및 DB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된다.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역사영상융합연구팀’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아카이브에서 일제 

식민지기,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 1950-198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중요한 지점을 기록한 영상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영상자료들은 문서화된 사료와의 변별성, 그리고 새롭게 사료로 인식되고 있는 영상자료들에 대한 역사연구자들의 인식 등 역사연구와 영상자료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학술·문화 행사로 기획하는 <영상아카이브와 역사연구 – 

경험과 방법론의 교류> 콜로키움은 프랑스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과 역사의 관계에서 새로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아카이브의 책임자들과 프랑스 역사 연구자들은 양국의 아카이브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영상을 

활용한 역사연구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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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토탈미술관, 리옹 국립음향멀티미디어창작센터

부산문화재단, 파라다이스 & 아데캉, 낭트 한국학발전협회

THROUGH THE LISTENING GLASS

파라다이스-홍티아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 2016. 8. 25 – 10. 23  |  토탈미술관

• 2016. 8. 1 - 9. 30  |  부산 홍티아트센터

<Through the listening glass>는 빛의 파장과 사운드의 떨림을 활용하는 

미디어아트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이다. 작품들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

러 복합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지는 ‘투명함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

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어떤 사물이 ‘투명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빛을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

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정도의 빛의 투과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에서는 이러한 ‘투명한’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리와 빛, 움

직임 등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의외의 효과들을 보여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부산문화재단과 파라다이스(Paradise), 낭트 

한국학발전협회(Association pour le Dévloppement des Etudes Coréennes à 

Nantes)는 부산의 홍티아트센터와 낭트의 갤러리 파라다이스 두 곳에 예술가들을 파견, 

교환 레지던시를 진행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이번 교환 

레지던시는 부산과 낭트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리서치와 작업 여건을 제공하고, 

두 도시의 예술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해 기획 되었다. 

양국에서 각각 선발된 작가는 작업에 최적화된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며, 전시 및 비평 등 초청기관의 개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라다이스에 초청되는 한국 작가의 경우, 전시 오프닝을 낭트의 IT행사 '웹투데이 

(Web2day)' 기간과 맞추고, 전시회를 낭트의 주요 여름예술축제인 '낭트로의 여행(Le 

Voyage à Nantes)' 중 일부로 편성해 더 많은 프랑스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알릴 수 있었다. 

이번 교환 레지던시가 열리는 한국의 홍티아트센터는 2013년 부산문화 재단에 의해 설립된 창작공간이다.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다대포에 이르는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게스트하우스와 창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작가들의 연구, 전시,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설치미술 전문 창작공간으로서 국내외 설치 작가들의 레지던시 등 창작지원은 물론, 이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문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미사진미술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재단

카르티에 브레송전 1932-1946

한미사진미술관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전설적일 프랑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재단과 공동주관으로 기획전 <카르티에 브레송전 1932-1946 

(Henri Cartire-Bresson's Scrapbook)>을 한국에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정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미술관의 특별전 중 하나이다. 

1940년, 브레송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두 번의 시도 끝에 1943년 탈출에 성공한다. 다시 사진기를 잡은 후 브라운(Editions Braun)이 의뢰한 유명한 

초상연작 시리즈를 비롯해 1945년 파리의 해방을 기록했다. 그러한 와중에 뉴욕현대미술관(MOMA)은 2차 세계대전 중 브레송이 사망하였다 

판단하여 그의 회고전을 준비하는데, 그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된 당시 뉴욕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버몬트 뉴홀은 이후 브레송과 여러 차례 편지를 

오가며 전시를 준비한다. 브레송은 뉴욕현대미술관 전시를 위해 251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직접 작은 사이즈로 인화하였고, 1946년 4월 사진들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이 전시의 영어 제목인 '스크랩북(the scrap book)'은 당시 브레송이 뉴욕현대미술관 전시를 위해 직접 준비했던 251장의 작품이 담긴 포트폴리오다. 

이 251장의 사진들 중 163점이 미술관 큐레이터와의 상의 끝에 최종 전시작품으로 선별되었고, 전시는 1947년 2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카르티에 브레송전 1932-1946> 사진전에서는 그가 1947년에 직접 인화한 몇 안 되는 빈티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브레송이 동료들과 함께 창립한 전설적인 보도사진 클럽 매그넘 포토스가 설립되기 이전이고, 그가 본격적으로 보도사진계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초기 사진들이기에 더욱 희귀하고 값지다. 브레송이 젊은 시절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영향 가운데서 어떠한 사진작업들을 진전시켜왔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다.

브레송 생전에 그가 작업 아카이브 보존을 위해 가족들과 설립한 브레송 재단에서 직접 가져온 사진들은 브레송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브이다. 전시개막일에 맞춰 브레송 재단의 소장품 담당자 오드 랭보가 방한하여 기자간담회, 오픈렉쳐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6. 8. 27 - 12. 3  |  한미사진미술관 제1,2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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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광역시

2016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 2016. 9. 2 – 11. 6  |  비엔날레전시관, 아시아문화의전당 등

다음과 같은 전시 주제로 두 달 간 진행되는 2016 광주비엔날레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3인의 프랑스 작가 바비바 달로프(BabiBadalov), 릴리 레노 

드와(Lili Reynaud Dewar),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가 참여한다. 

1.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예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탐구와 기대

2.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술의 근본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예술의 

상상력과 미래와의 역동적인 연계성을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3. 압도적인 주제전시를 목표하기 보다는 전시기획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술과 인간, 

예술과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정을 중시

전세계 예술 영역에서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초점과 신뢰할 수 없는 현존하는 

공적, 사적 시스템의 범위에서 예술 그 자체는 부분적으로 잊혀지는 듯하다. 제11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예술 작품과 프로젝트에 바로 주목을 하려고 하여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술 기관을 거론하려고 한다. 이러한 실행적 

측면의 예술에 대한 관심의 중점은 그의 상상적이고 투영적인 측면-예술과 미래의 

활발한 관계-이다. 이번 비엔날레의 다른 관심사는 예술의 전달, 즉 다양한 맥락에 

새겨진 예술과 가깝고 먼 곳에서 이미 존재하는 활동과 사람의 자료들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16 부산비엔날레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 2016. 9. 3 - 11. 30  |  부산시립미술관, 고려제강 수영공장

2016 부산비엔날레는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이라는 주제 아래 전세계 40여 개국, 150여 명의 작가들과 5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예정 

이며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 공연과 세미나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구촌 문화예술의 공론장이 될 것이다.

2016년도 부산비엔날레는 역대 비엔날레보다 전시공간이 2배 이상 커져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며, 오를랑, 자비에르 누체시 등 프랑스 

작가들이 참여한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1. 한-중-일 3국, 80여명의 작가, 400여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는 아시아의 30년(1960-1980년대)간의 자생적 실험미술

프로젝트2. 전세계 20여 개국, 80여명의 작가, 400여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는 주제전

프로젝트3. 전세계의 지성들이 펼치는 세미나와 다중지성의 공론장

이를 통해 90년대 이전의 아시아-로컬-아방가르드 시스템과 90년대 이후에 대두한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이 둘의 관계(연속-불연속-습합)를 

집중적으로 조망해볼 예정이며 특히 프로젝트2를 통해 잊혀진 아시아 3국의 실험미술을 복원하고 전세계 미술사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전시형식으로서의 ‘비엔날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며, 잊혀진 아시아 아방가르드에 대한 복원이며, 자본에 순응하는 작가적

존재에 대한 반성이자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대중의 참여를 넓히고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퍼블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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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소재 라 빌라 아 데 자르(La Villa A des Arts)와 한국 서울 소재 갤러리 뽕데자르, 갤러리 바움, 쉼박물관 및 창원시 소재 에스빠스 리좀이 

연계하여 첨단현대예술가들의 전시를 공동기획하였다. 프랑스와 한국의 각각 3인으로 구성된 6명의 예술가의 작품 30여점이 2016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프랑스에서,  2016년 9월 13일에서 10월 14일까지 한국에서 전시된다. 또한 한-불수교 130주년의 의미를 새겨 보다 넓은 층이 본 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전시, 컨퍼런스, 워크샵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의 폭과 대상을 넓혀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류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예술가는 모두 각자 각자의 방식으로 사진이나 비디오 기술장치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작업하고 프로그래밍 할 것이다. 

여기에서 관객들은 사회에 대한 공통의 꿈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 그것이 생산되는 조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술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양국간의 교류를 실현하며 또 이를 통해 예술가 간, 그리고 전시장 간의 네트워킹을 

공고히 하고, 향후 보다 용이한 한국-프랑스 예술인들의 교류를 실행해 내는 효과를 예상한다.

ACC(Art & Cinema Communication) 프로젝트

하늘의 마법사들 - 협회/적대
• 2016. 9. 13 – 10. 14  |  창원 에스빠스 리좀 
• 2016. 9. 20 - 25  |  갤러리 바움

• 2016. 9. 23 – 10. 7  |  쉼박물관 
• 2016. 9. 27 – 10. 10  |  갤러리 뽕데자르

국제그래픽연맹 / 한국 국제그래픽연맹

프렌치 디자이너스 나이트
• 2016. 9. 25  |  복합문화공간 신도시

프렌치 디자이너스 나이트(French Designers’ Night)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한국에 동시대 프랑스 디자이너를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그래픽연맹 서울강연회는 연사로 선정된 국제그래픽연맹 회원들이 디자인 전문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업, 철학, 관점을 

나누는 공개 강연회이다. 매년 세계의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다. 디자인 업계와 교육 분야에 여러 소통 창구를 

열고자 마련한 행사로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 학생, 교육자, 전문가들과 친밀한 유대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올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렌치 디자이너스 나이트를 부대행사로 준비했으며, 국제디자인 안에서 프랑스 디자인의 위치와 관계를 한국의 대중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프렌치 디자이너스 나이트는 국제그래픽연맹 연사인 일러스트레이터 폴 콕스(Paul Cox), 디자이너 아네트 렌츠(Anette Lenz), 에블린과 더크(Evelyn 

& Dirk: Atelier ter Bekke & Behage)와 함께 을지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신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들은 현재 프랑스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디자이너들로, 한국에 프랑스 디자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벤트는 각자의 일하는 방식, 그들만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규모 토크로 시작한다. 이후 신도시라는 공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나이트 파티로 이어지도록 하여 디자이너와 관객의 편안한 만남을 도모한다. 

을지로는 한때 한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터전으로 서울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또한 현재 오래된 인쇄소 

단지 사이사이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만든 스튜디오들이 하나 둘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희미하다. 이러한 생태계는 프랑스 

디자이너들에게 신선한 풍경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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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오브제 활성화
• 2016. 9. 30 -10. 11  |  서울 남서울대학교 갤러리 이앙

<오브제 활성화(Objets activés)>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천안시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위치한 두 

예술학교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양국의 학생과 교수진은 약 4주 동안 상대 학교에 체류하며, 그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브제 구성 및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서울대학교와 HEAR 예술학교(Haute école des arts du Rhin)는 2002년 공식 교류협정을 맺은 이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워크숍, 학술행사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오브제 활성화> 프로젝트에는 HEAR 예술학교의 유리조형학과, 아트북과,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무대미술학과의 

학생과 교수진들이 참여하며, 남서울대학에서는 환경조경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의 학생과 교수진들이 함께 한다. 

오브제의 구상, 그리고 그 오브제의 활성화를 주제로 삼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여러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각 공간에서 형태와 재료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어서 공공 

공간에서 예술적 오브제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실험과 전시를 통해 확인한다. 양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학교와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공공장소를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의 예술적 실험과 퍼포먼스, 워크숍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문화역사와 남서울대학교 갤러리 이앙, 한국공예문화디자인 진흥원 등에서 워크숍과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한프랑스문화원

무한에서 중심으로
• 2016. 10. 4 - 28  |  한국국제교류재단 갤러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오는 10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의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무한에서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프랑스는 본토 외에 여러 해외 영토를 가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 국가 중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작가 죠셀린 아크와바 마티뇽 

(Jocelyn Akwaba Matignon)은 1961년 프랑스령이었던 서인도제도 과달루페 태생으로, 1989년 이후 프랑스에서 예술 교육을 받으며, '지구의 

영혼(Earth's Spirit)'이라는 주제로 낭뜨의 숲에서 체취한 흙과 자연물을 재료삼아 작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아메리칸 인디언을 뜻하는 

아메리디안(Ameridian)의 지혜와, 마야의 우주관, 그리고 프랑스의 자연은 작가 죠셀린 아크와바로 하여금 그의 복잡한 다문화적 정체성과 현실을 

넘어 근원적인 정체성에 대한 탐구에 몰입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또는 가공된 정체성과 그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프리카(Burkina-Faso)에서 가면의 기능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각, 삼각, 원형의 우주적 상징과 빨강, 파랑, 노랑, 검정은 문화, 땅, 견고함, 여성성, 하늘 그리고 영원 등을 

상징한다. 동서남북의 방향, 하늘과 땅 등 정체성과 우주에 대한 작가의 탐색은 결국 외형상의 차이, 문화, 시대를 초월하여 결국 하나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본 전시에 선보일 작품들은 각각 2015년과 2012년에 '미스터리의 대가(Le maitres des mystères)', '연구적 존재(Les chercheurs de l’existence)'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60여점의 회화와 혼합재료 설치작업인 '치료적 선회(Medicine Wheel)'이다. 특정 문화와 민족만의 전통과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인 우주관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통해 프랑스, 다문화,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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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알비아트, n+n Corsino

이응노미술관

한글, 미래를 쓰다

이응노와 서체 추상

• 2016. 10. 15 - 11. 30  |  인천 송도국제도시

• 2016. 10. 4 - 12. 27  |  대전 이응노미술관

프랑스의 대표 항구도시 마르세이유시와 인천광역시가 융복합미디어아트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2년 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마련된 <한글, 미래를 

쓰다(Between the Lines)>는 2003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소설가 한유주의 2011년 단편소설 '나의 왼손은 왕, 오른손은 왕의 필경사'를 모

티브로 해 인터렉티브 디지털 미디어아트의 권위있는 프랑스 예술감독 니콜&노베르 코르시노와 제작팀이 서예, 춤, 음악이 어우러진 다양한 3D 영상

컨텐츠로 창작·재현한 융복합영상컨텐츠 예술작품이다. 제작팀은 국내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최첨단 OLED 디스플레이 기기와 Full HD 화면을 채택

해서 전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터렉티브 기술을 통해 관객과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 낼 이번 전시는 현대 한글이 

자국민의 언어적 소통 도구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넘어 '글로벌 미래의 시나리오'에 적합한 국제적 언어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본 

전시 공동주관을 맡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6년 5월 마르세이유시에서 제작팀이 선보인 프리미어의 바통을 이어받아, 녹색기후기금(GCF) 세계본

사를 비롯해 각 UN기구들이 소재해 있는 송도국제도시에서 개막행사를 갖고 각국 외교관계자, 국제기구 및 다국적기업 CEO, 국내외 문화예술인사 

등을 초청하여 한-불상호교류의 해의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이를 양국 주요 항구도시 간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의 토대로 활용

할 예정이다.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CNAP

샹탈 아커만 그 이후
• 2016. 10. 19 - 23  |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플랫폼-엘과 CNAP가 공동 주관하는 <샹탈 아커만 그 이후>는 지난 2015년 10월 5일에 타계한 영화감독 샹탈 아커만에게 영향을 받은 이후 세대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샹탈 아커만의 예술적 실천과 유산을 조망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프랑스 CNAP의 비디오 컬렉션 중 더그 에이트킨,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다렌 알몬드, 로맹 크로넨버그, 앙쥬 레시아의 작품을 초청 상영하고 샹탈 아커만의 작품 세계에 대한 동시대적 접근과 폭 넓은 

해석의 기회를 마련한다.   

<초청작>

① 다이아몬드 바다(Diamond Sea), 1997,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
다이아몬드 바다는 1907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다이아몬드 광산에 관한 영상이다. 더그 에이트킨은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의 75,00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광산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자연과 테크놀로지, 인간의 문명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② 견딤(Bearing), 2007, 다렌 알몬드(Darren Almond)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활화산 분화구에서 유황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산성 안개가 자욱한 지옥 같은 그 곳에서 그들은 노동하고, 쉬고, 숨을 쉰다. 
카메라는 그들의 일상을 담아낸다.   

③ 황금(Gold), 2001, 앙쥬 레시아(Ange Leccia),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 Foerster)
앙쥬 레시아와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는 1986년부터 다수의 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작품은 지난 1999년 LA 현대미술관(LA Contemporary 
Exhibitions)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한 레지던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남서부의 사막에서 촬영한 심리-지형적 영상이다.  

④ 걷고 사라지다(Marcher puis disparaître), 2014, 로맹 크로넨버그(Romain Kronenberg)
한 남자가 터키의 도시를 배회한다. 영상은 새벽에서부터 황혼까지 남자의 궤적을 펼쳐 보여준다. 카페, 오래된 모스크, 빵집을 거쳐 도시 외곽에 이르는 
그의 배회는 트럭과 길을 지나 황무지로 이어진다. 이러한 여정은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행위를 동반하며, 더불어 기록적이며 허구적인 영상으로 
제시된다.

⑤ 이파네마 이론(Ipanema Theory), 1999,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 Foerster)
거리와 디스코텍에서부터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네온사인의 이미지까지, 홍콩, 방콕, 쿄토의 도시 풍경들은 시퀀스마다 파편처럼 뒤엉켜 병치된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태양은 외로워>(1962)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시작한 영상은 파편화된 도시를 천천히 이동한다.

본 전시는 1962년 이후 이응노 화가에 의해 구현된  <서체 추상>작품들을 조명하고 그 작품들을 전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파리의 파케티 갤러리에서의 전시 후, 이응노 화가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문자를 한지에 표현하는 작품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는 한자의 형태를 자유롭게 재구성 및 해체하는 기법 등을 작품 속에 사용하였다. 그의 이러한 비정형적인 예술 기법은 

동 시대의 조르주 마티유(Georges Mathieu),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 조르주 노엘(Georges Noël) 그리고 앙리 미쇼(Henri Michaux)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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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세미술관 특별전

오르세미술관 특별전은 한-불 상호 교류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의 걸작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반 고흐의 <낮잠>을 비롯하여, 한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구성된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창조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는 당시 

예술가들로 하여금 창작의 욕구를 자극하였고,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프랑스로 모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윌리엄 부그로, 알렉상드르 카바넬 

등으로 대표되며 18세기 황금기를 누렸던 아카데미즘 이후, 귀스타브 쿠르베, 장 프랑수아 밀레 등 사실주의, 자연주의 예술이 태동했다. 그리고 

비로소, 근대를 상징하는 예술의 혁명 과도 같은 인상주의가 대두했다. 인상주의는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미술 

분야에 그 꽃을 피웠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서양 미술의 뿌리깊은 전통이었던 원근법을 거부하고, 동양의 목판화에 영향을 받은 평면적인 화면에 

순간적인 미를 표현하는 인상주의는 이상화를 추구하고 형식적인 통일과 조화, 안정적인 구도를 추구했던 아카데미즘에 정면으로 반기든 혁명 

이었으며,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사실주의는 후대의 인상주의자들에게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는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인상주의자들이 

기록한 근대의 삶은 5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하던 귀족 문화가 사라지고 나타난 새로운 사회의 양상을 보여준다. 본 전시는 현대의 기반이 된 근대 

문화의 유산을 통해 급변의 시기를 보낸 서양사의 한 맥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의전당, 지엔씨미디어, 오르세미술관

• 2016. 10. 28 – 2017. 3. 5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조선에듀케이션, 세르누치 박물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이진우 작가 초대 개인전>
• 2016. 10. 19 - 24  |  조선일보 미술관

한국인이지만 프랑스에서 먼저 알려지고 활동한 이진우 작가는 두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동양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전통재료인 한지와 

먹으로 표현된 그의 작품은 동양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의 작업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한지를 덮는 수십 번의 반복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정신인 겸양을 표현하고 있다. 오는 10월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릴 이진우 작가 개인전은 고국에서 열리는 그의 첫 번째 국내 초대 개인전이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대표할 만한 전시가 될 것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조선미디어 그룹 조선에듀케이션과 파리 세르누치 박물관은 한국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진우 

작가의 개인전을 공동 기획하였다.

이진우 작가는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인 작가로 한국의 정신과 색깔을 가지고 프랑스로 넘어온 ‘한지의 

거장’으로 통한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멋을 그대로 나타내는 주재료인 한지와 먹을 사용하였으며, 작품 속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았다.

그의 작품은 단색화로 불린다. 단색화의 특징은 수행성, 정신성, 반복성이다. 단색화는 색을 제한하거나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작가의 

철학과 몸성이 자연미와 함께 녹아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미니멀리즘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다보면 물성이 생기면서 ‘몸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차별화되는 점이고, 이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 

2016년 차세대 단색화 화가로 떠오르는 이진우 작가는 자기 스스로를 ‘머리 없는 화가’ 라고 표현한다. 작가는 작업실에 갈 때 머리를 떼어놓고 가서 

작가 안에 내재된 것을 육체의 반복적 노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 정신일 수도 있고, 그의 마음 

깊은 곳 메시지일 수도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인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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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동 보안여관, 메이막 아트센터

한-불 현대미술 교류전 : 프렌치 터치
• 2016. 12. 7 - 2017. 1. 7  |  통의동 보안여관

<프렌치 터치(French Touch)>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 경제적인 

접촉의 증진에 힘입어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메이막 아트센터 주최로 서울의 근대 역사가 숨쉬고 있는 

보안여관에 프랑스의 젊은 현대 미술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통의동 보안여관(Artspace Boan 

1942)과 프랑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메이막 아트센터는 지난 2015년 

6월 전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첫 번째 전시로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전이 2016년 3월 19일 프랑스 메이막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두 

번째 전시인 <프렌치 터치(French Touch)>전은 2016년 11월 2일 한국의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개최한다. 이 국제교환전시프로그램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 한국 동시대 미술작가를 널리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문화 및 경제적인 교류로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작가 

23인이 참가하는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 전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주제로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도시적 범주 내에서 다양한 인식과 

서서들의 시각적 재현언어들을 담은 작품들을 망라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스작가 27명이 참가하는 <프렌치 터치(French Touch)>는 전시명 속에 

내포된 프랑스와 프랑스인을 규정짓는 특성을 현대미술로 표현하게 된다.

금산갤러리, 제너럴갤러리

울림
• 2016. 11. 2 - 25  |  금산갤러리

한국 제주의 해녀들이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염소치즈 농가의 부부를 찾아 간다. 이 두 공간은 프랑스와 한국, 산과 바다라는 이질성을 갖지만 극도의 

신체적 노동을 요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가는 몸, 도구, 공간 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두 문화에 속한 삶의 공통점과 이질성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두 시골 아낙들의 일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를 발견하게 한다. 제주도의 해녀, 피레네 

산의 촌락에서 염소를 치고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 또 그들을 둘러싼 흙과 물, 공기, 그리고 동물을 통해 관객들은 그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텐던스 플루에

코리아 온/오프
• 2016. 12. 17 - 2017. 2. 22  |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코리아 온/오프(KOREA ON/OFF)>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양국의 시각문화 예술분야의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매체, 다원예술 프로젝트이다.

금번 기획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 사진작가그룹 텐던스 플루에와 한국의 안상수 디자이너가 이끄는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가 

공동기획하였다. 이 기획의 주제 코리아 온/오프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텐던스 플루에 12명 작가의 

눈을 통해 포착된 한국사회의 여러 단면들은 태극기에 담긴 정반합의 원리가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프랑스 작가들의 시선으로 해체되고 

조합되어 새로운 다층적 구조의 이미지로 생산될 것이다. 

12명의 작가들은 18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며 생산적인 파열 속에 만들어지는 상보와 반목의 서사들을 통해 사회, 문화, 철학, 정치의 

층위를 넘나드는 통찰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다시 한국의 교육기관인 파티와 부설 디디랩(디지털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인 개발과 매체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 플랫폼의 창작 및 디지털 미디어 연구와 교육으로 연계되는 다원예술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세 개의 언어(한국어, 프랑스어, 영어)로 제공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측 파트너인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와 부설 디지털디자인 연구소(디디랩)의 

기술적 지원과 디자인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는 디지털 포맷으로 구성된 세 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성된다.

1. 멀티미디어 북 어플리케이션

애플,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에서 자유로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고 한국의 역사성과 지역성에 기반한 작업들이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서 혁신적 입력방식을 이용해 입체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2. 디지털 전시

작업들은 전시장 내에서 UHDTV 디스플레이에서 재현될 예정이고 영상으로 재현된 작업들은 전시공간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의 

내용들과 연동되며, 이를 통해 관객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경험하게 된다. 

3. 프린트 온 디맨드

코리아 온/오프는 ‘온 디맨드(on demand)’ 방식에 의해 신청자들에게 종이로 인쇄된 책이 제공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작업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자신만을 위한 사진책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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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

블루벨코리아, ARDESIR SAS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주한프랑스학교

세상 만들기

라이트 유어 월드(Light Your World)

서래마을 한-불 공공 미술 프로젝트

• 2016. 11.  |  경북대학교

• 2016.  장소미정

• 2016. 8. 10 - 9. 30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와 한국의 누스페어 동시대 

미술연구소가 공동 협력하여 2016년 2월,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한국작가 4인을 통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전을 소개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한국에서 프랑스 작가 4인을 통한 <세상 만들기(Faire des Mondes) >전시를 개최한다.

<세상 만들기(Faire des Mondes)>전을 통해 한국에서 소개될 프랑스 작가들은 베르티 박과 로맹 

베르니니, 엘리카 헤다이아, 레미 야단으로, 동물과 함께 한 미술의 의미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례와 더불어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드로잉, 비디오, 사진, 

설치, 유화 등 다양한 조형미술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두 전시를 통해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는 물론, 차세대미술을 책임질 젊은 예술학도들과 

교육기관의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소통을 위해, 파리 1대학교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 

연구소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만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약 열 번의 전시를 거쳐 한국 대중과 관계를 맺은 세계적인 예술가인 밀라 라이트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라이트 유어 월드(Light Your World)>를 선보이게 된다. 밀라 라이트는 그녀의 감독 다몬(E. Darmon)과 함께 투명한 
플라스틱 버블 안에 3일 동안 갇힌 채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예술 퍼포먼스의 촬영과 음악에 따른 움직임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결합시켜 관객들의 감각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와 주한프랑스학교가 한-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펼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프랑스 주민들과 함께 서래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
나무 정자마당에 그림 및 우정에 관한 시를 제작하여 타일에 반영하여 벽화를 만들게 됩니다.  오래 전부터 
전통 프랑스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나무 정자마당은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 제작 접수 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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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사랑하는 첫 단계는 두 번 영화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영화에 관한 평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프랑스 누벨바그 시네마의 기수,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이 남긴 이 유명한 말은 세상의 모든 

영화광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더욱이 이 말에는 스스로 영화광에서 출발하여 영화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영화인생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감독 자신의 영화에 대한 사랑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된다.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영화를 지나 

치게 사랑한 나머지 영화를 위해 살았던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영화 이야기를 준비했다. 

그의 장편 데뷔작이자 프랑스 누벨바그의 서막을 올린 기념비적 작품인 <400번의 구타>를 

비롯하여 젊은 감성을 울린 <쥴 앤 짐>, 프랑스식 재치 넘치는 장르 변형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를 쏴라> 그리고 장 피에르 레오와 함께 엮어낸 앙투안 드와넬 시리즈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한국영상자료원,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프랑스문화원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프랑수아 트뤼포 회고전

자크 리베트 회고전

• 2016. 7. 12 - 31  |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 2016. 6. 30 - 7. 24  |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서울아트시네마

프랑스 누벨 바그의 거장 자크 리베트 감독이 올해 1월 29일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타협하지 않는 작가 정신으로 영화를 만들어온 자크 리베트 감독은 모든 영화광들이 

존경하는 감독이지만 정작 그의 영화는 국내에서 특별전과 영화제 등을 통해 간간히 

소개되었을 뿐 본격적으로 상영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아트시네마는 지난 2005년 

대대적인 자크 리베트 회고전을 개최하면서 국내에 이 거장의 영화를 앞장서서 소개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그의 12시간 30분짜리 대작 <아웃 원>을 국내 최초로 상영하였으며, 올해 

초에도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를 통해 <미치광이 같은 사랑>을 상영했다. 이번 자크 

리베트 회고전을 통해 새로이 디지털로 복원된 그의 데뷔작 <파리는 우리의 것>과 <아웃 

원>을 비롯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인 <작은 산 주변에서>에 이르기까지 총 15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자크 리베트 감독을 추모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시티

• 2016. 7. 21 – 31  |  경기도 부천시 일대 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청 상영관, 비판 무비센터, 송내 어울마당 등)

• 2016. 7. 27 - 8. 21  |  한국만화박물관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랑스영화 특별전 
고몽: 영화와 함께한 120년

만화의 미래 2030

1997년 첫 발을 내딛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그동안 기발한 상상력과 새로운 

감성을 담은 영화들을 선보이며 국내외 영화 마니아층을 생성했고, 세계 판타스틱 영화제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아시아 장르영화제의 중심지로 발돋움 했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장르영화 전문 마켓인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를 런칭해 장르영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며 아시아 

영화시장을 이끌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영화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 

위대한 프랑스 영화사 고몽(Gaumont)의 대표적인 장르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프랑스 상업영화를 

재조명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영화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화제 기간 동안 고몽사의 

영화 중 영화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뤽 베송(Luc Besson) 감독의 <그랑 블루(Le Grand Bleu)>, 

앙드레 윈벨(André Hunebelle) 감독의 <판토마스(Fantômas)>등 7-8편의 고몽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1895년 레옹 고몽(Léon Gaumont)이 설립한 고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사이다. 설립 첫 

해에 뤼미에르 형제(Les frères Luimière)가 제작한 세계 최초의 영화 <열차 도착>, <공장 문을 

나서는 노동자>를 상영해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고몽 

특별전>은 그 동안 예술영화 분야에 치중되었던 프랑스 영화의 걸작 장르영화를 소개함으로써 

프랑스 영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장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머지 않은 미래에 만화는 어떻게 바뀔까?’ <만화의 미래 2030>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만화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를 상상해 보는 

전시이다. 만화라는 표현형식은 19세기의 산물이다. 기술의 발전은 100여 년이 넘도록 밀착했었던 종이라는 만화의 지지대를 가볍게 디지털 기기로 

바꿔버렸다. 디지털 화면으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화면 내 모든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산출했다. 그렇다면 14년이 지난 2030년, 만화는 어떠할까? 

작가들은 어떻게 만화를 창작하고, 작품들은 어떻게 독자에게 다가가며, 독자들은 만화를 어떻게 읽을까, 과연 만화라는 형식이 남아있기는 할까 

등의 문제의식이 이 전시기획의 근저에 있다. 22명의 한국과 프랑스의 다양한 만화가들이 이 주제로 단편 원고를 창작했다. 일회성 행사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만화가들의 원고 옆에 과학자들의 코멘트가 달린 단행본을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막식에 맞추어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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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끌레르몽 페랑 단편 영화제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프랑스 단편영화 기획전
• 2016. 9. 29 - 10. 4  |  메가박스 이수 아트나인, 복합문화공간 두잉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의 단편영화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단편 영화계의 깐느 영화제랑 불리는 끌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와 

함께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가 협력하여 <프랑스 단편영화 기획전> 프로그램을 상영한다. 

‘프랑스 단편영화 세미나’에서는 프랑스의 단편 영화 제작 및 상영 환경 등을 국내에 소개 

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프랑스의 밤’은 <프랑스 단편영화 기획전>을 상영하고 리셉션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로 진행 될 예정이다. 

 

평소에 일반 관객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프랑스 단편 영화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단편영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한-불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 행사들에는 국내 영화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단편영화계의 실질적인 현황을 직접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국립 루이-뤼미에르 고등영상원. 파리8대학 부설 영화와 시청각 예술의 미학, 과학 그리고 기술 연구소

한국 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 : 이론, 미학, 배급

• 2016. 10. 14 - 15  |  성균관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 교류는 한-불 수교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양국 간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된 지 얼마 뒤인 1897년 8월에 파테(Pathé) 형제의 

영화 상영으로 영화교류는 첫걸음을 떼었다. 이 후 프랑스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영화팬들에게 새로운 영화미학을 선보였다. 

특히 1970년대 프랑스문화원의 '살 르누아르'는 당시 서구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드문 공간이었고 시네필에게는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을 제공하였다.

이들 ‘문화원 세대’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하는 코리안 뉴 웨이브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차 

개최되는 영화 콜로키움의 두 번째 장인 서울 콜로키움은 양국의 영화 

전문가들이 모여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양국 

영화 현상의 가장 새롭고 첨예한 동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 비평가, 기관 대표자, 영화제 및 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더 프렌치 이어
• 2016. 10. 21 - 25  |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CGV부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은 1999년 설립 후, 장편, 단편, 학생, TV& 

커미션드 등 경쟁프로그램과 초청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이다. 특히 안시, 자그레브, 브뤼셀, 슈투트가르트 등 유럽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와 프로그램과 인적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하고 있다. 

BIAF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창작과 작가의 발견에 주목 하며, 

프리미어 영화 상영 및 전문가 초청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및 

페어와 포럼을 통해 학술행사 등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 최고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다.

2016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특별전을 기획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특별상영 뿐 아니라 

프랑스 3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대표 감독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 

프랑스 대표 시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화 한 작품과 국내 

문학작품을 연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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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주한프랑스문화원

프렌치 시네마 투어
• 2016. 11. 10 - 23  |  CGV 압구정, 서면, 대전, 광주터미널, 명동역, 오리, 대구, 천안 펜타포트

프랑스 영화를 더 많은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고자, 개봉 예정인 프랑스 영화 

7-10편을 프리미어로 전국 7개 주요 도시의 8개 CGV상영관에서 상영하는 프랑스 

영화제이다. 

11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2주간 CGV 압구정, 서면, 대전, 광주터미널, 

명동역, 오리, 대구, 천안 펜타포트에서 진행되며, 상영작의 감독 및 배우들을 초청하여 

GV섹션 등 관객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7회 제주프랑스영화제
• 2016. 11. 3 – 6  |  제주도 일대 (제주아트센터,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해변공연장 등)

제주프랑스영화제는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연례 프랑스영화제다. 아름다운 

제주와 프랑스 영화가 만나는 장으로써 제주프랑스영화제는 프랑스 영화의 위상을 

한국인에게 전달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7회 제주프랑스영화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개최된다. 

풍부한 정신문화적 자산의 보고인 제주에서 다양한 프랑스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인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거장 

감독들의 작품, 대중적인 최신 프랑스 작품, 프랑스의 고전 명작, 걸작 단편영화 

등 다양한 영화상영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시간, 해변 공연장에서 영화와 함께 교향악단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해변무비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문 학
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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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주한프랑스문화원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제1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7가지 마음의 모양

• 2016. 9. 29 - 10. 3  |  홍대 주차장거리 및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

• 2016. 7. 19 - 10. 30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현대의 프랑스 작가뿐이 아니라 푸르스트, 쥘 베른, 보부아르 같은 프랑스 예술사의 근간을 이루는 작가 및 작품을 

집중 조명하고, 한국에 번역된 프랑스 작가/편집자 초청하여 작품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프랑스 동시대 문학을 소개하는 작가 토크 

(Conférence de livre)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개막식 & 북콘서트

출판사와 저자, 문화예술단체와 아티스트, 마포구 내 도서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있는 토크&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와우스페셜 

제1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주제인 ‘책,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에 맞춰, 장르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의 출판 트렌드를 반영하여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 와우판타스틱 서재  

국내외출판계와 문학의 주요 흐름에서 공유해야할 가치, 주목해야할 움직임, 개선방향, 필요한 정보 등을 이슈메이킹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열린 책문화 행사이다. 

• 와우상상만찬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간의 실험적인 폴라보레이션을 시도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선사할 

것이다. 

• 와우책거리 
국내 대표출판사 80여 곳과 함께 홍대 앞 주차장 거리에 ‘책의 거리’를 열어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즐기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문학

교육·학술·과학

경제·국방

미식·스포츠·기타 세계 3대 도서전인 파리국제도서전의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전시 <한국 그림책 130권의 

7가지 감정>의 내용에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특성을 더해, 그림책의 원화 전시 및 체험 공간을 

꾸몄다. 한국 전통 사회의 ‘마음 철학’을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사단 칠정’을 적용하여 

한국의 인문학적 관점으로 그림책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제공하며, 프랑스 고유의 정서와 

문화, 예술을 담고 있는 프랑스 그림책 130권을 7가지 감정에 따라 선정하여 소개함으로써 

독특한 프랑스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그림책 130권과 그림책의 원화 

130점, 프랑스의 그림책 130권 총 260권의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과의 파트너쉽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와 예술의 교류에서 보다 확대된 그림책 분야에 

대한 폭 넓은 교류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정서를 

기준으로 선별된 130개 작품의 우수성을 전시를 통하여 국내외 전문인,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그림책 분야의 중요성과 성과를 재조명하려 한다.

교육·학술·과학
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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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

제18회 전국고등학생 프랑스시 낭송대회
• 2016. 2. 29 - 9. 10  |  전국 고등학교(예선), 서울대학교(결선 및 시상식)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

제9회 프랑스 문화대회
• 2016. 2. 29 - 9. 10  | 전국 고등학교(예선), 서울대학교(시상식)

프랑스는 수많은 문학작품과 세계적인 문인을 낳은 나라이다.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양하고 작품성 있는 프랑스의 문학을 

감상하고 프랑스어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고등학생 프랑스시 낭송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2월 학생들이 낭송할 

프랑스 시가 선정되어 각 학교로 전달되었으며, 오는 9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결선 및 시상식이 열린다.

프랑스시 낭송대회와 더불어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는 고등학생 대상 '프랑스 문화대회'를 개최한다. 동 대회를 위해 2016년 2월 학생들이 감상할 

프랑스 문학 작품이 선정되어 각 학교로 전달되었으며, 오는 9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문화대회 시상식이 열린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문학

교육·학술·과학

경제·국방

미식·스포츠·기타

대산문화재단,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강연 시리즈 <크레아티브 프랑스>
•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  2016.  7. 21  |  광화문 교보빌딩 
•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프랑스와 바레시누시  2016. 11. 25  |  광화문 교보빌딩 
• 아리안스페이스 대표, 스테판 이스라엘  2016. 12. 12  |  광화문 교보빌딩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산문화재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총 여덟 번의 강연 시리즈를 진행한다. 

'크레아티브 프랑스'로 명명된 동 강연 시리즈는 프랑스의 창의성을 한국 대중들에게 널

리 알리고자 다양한 분야(건축, 경제, 문학, 음식, 과학, 교육, 디지털 기술, 패션 및 최신 

의제)의 저명 인사들을 선정하여 강연에 초청한다.

3월에는 이화여대 내 복합캠퍼스를 설계한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세계적인 석학 르 클

레지오의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인천공항을 설계한 건축가 장-미

셸 빌모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바레시누시, 아리안스페이스의 스테판 

이스라엘 대표의 강연이 계획되어 있다. 
프랑스와 바레시누시시

낭트 한국학 발전 협회

낭트대학교 학생 한국방문
• 2016. 7. 11 - 29  |  수원 아주대학교, 부산 예문여고, 순천시

케이팝(K-POP)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해마다 한국을 찾고 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 낭트대학교는 학생들의 한국 방문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들 방문단은 수원 아주대학교, 순천시, 부산 예문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프렌치 터치(French Touch) 패션쇼, 공동 사진 전시회 및 프랑스 요리 시연 및 시식 행사 등의 다양한 프랑스 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프랑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린다. 또한, 한국 가정에 숙박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힌다. 낭트대학교 학생 방문단의  동 교류 

행사는 추후 '한국 방문 여행기'로 출판되어 한국에 관심있는 많은 프랑스인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서울 프랑스학교

서래마을 프랑스식 거리 현판설치
• 2016. 6. 28  |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서울 프랑스학교 학생 위원회는 서래마을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를 한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프랑스식 거리 현판 제작 및 설치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준비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 구상에 참여하고 해당 지자체 및 한불 상공회의소의 협조 하에 진행된 동 사업의 제막식은 6월 28일에 

개최되었으며, 거리 현판은 영구적으로 서래마을에 설치된다. 향후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식 거리 현판으로 인해  프랑스의 분위기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의 물-위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물
• 2016. 9. 1 - 10. 31  |  한국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프랑스 우주박물관 & 툴루즈 박물관 
• 2016. 11. 11 - 12. 11  |  과천국립과학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개발한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우주의 물-위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물(Water in Space)> 전시회를 양국

에서 동시 개최한다.  동 전시회에서는 양국의 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영

상 가운데  물 관련 영상을 선정해 선보이며, 첫 번째 전시는 한국의 나로

우주센터와 프랑스의 우주 박물관(Cité de l’espace) 및 툴루즈 박물관

(Musée de Toulouse)에서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며, 11월부터 한 달 간

은 한국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그 밖에도 위성 영상을 동영상으로 개발하여 양국 우주과학관 돔 영상관

에서 상영하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동 행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우주기술협력의 결과물을 홍보하고 물과 우주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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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문학

교육·학술·과학

경제·국방

미식·스포츠·기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충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한국 프랑스 알룸나이

해외 유학, 어학연수 박람회

뮤지컬 갈라쇼 <충북대 프랑스어권 뮤지컬 10주년 축제> 2016 프랑스 교육 박람회 Study in France

• 2016. 10. 16  |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 2016. 9. 29  |  부산 벡스코(BEXCO) 
• 2016. 10. 1 - 2  | 서울 코엑스(COEX)

• 2016. 9. 24  |  충북대학교 • 2016. 10. 16  |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프랑스는 유학생 유치에서 세계 3위를 자랑하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유학가는 나라 8위로, 해마다 전세계에서 오는 다양한 학생을 맞이하고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고등교육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의 우수한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실천 계획을 채택했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인 '프랑스 알룸나이'를 한국에 런칭해 이들의 활동 내용과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2016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주간에 열린 '해외 유학, 어학연수 박람회' 참가에 이어 가을 박람회에 다시 한 번 참가한다. 

동 박람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교육행사로 매년 봄, 가을에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열리고 있으며,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고 있다. 

대상은 유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학부모까지 다양하며 참여기관은 주로 주한 외국대사관, 문화원, 유학원, 외국 교육기관으로 

구성된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프랑스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프랑스관을 설치해 

프랑스 고등교육과 유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충북대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뮤지컬 동아리 '르뱅블루'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가을 뮤지컬 갈라쇼를 개최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 '돈 주앙', '벽을 뚫는 남자', '트레젠 멜로디', '레미제라블', '로슈포르의 연인들' 등 프랑스의 대표 뮤지컬에 삽입된 곡을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선배와 재학 중인 후배들이 함께 부르며 동아리의 전통을 잇고, 나아가 지역 내 프랑스 문화 행사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갈라쇼와 더불어, 학생들이 프랑스 대표 요리와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즐기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고등교육진흥원은 프랑스 고등교육 진흥을 위한 유학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프랑스 유학에 관심있는 한국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파견된 담당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6 프랑스 교육박람회 Study in France'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고등교육분야의 최대 행사로서, 동 

행사를 통해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우수한 교육기관이 한국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양국의 학생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인하대학교, 르아브르 대학교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국제통상무역, 자본의 흐름 및 국제 경제발전 컨퍼런스

제1회 한불 고등교육, 연구, 혁신의 만남

• 2016. 10. 20 - 21  |  인천 인하대학교

• 2016. 10. 17  |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인하대학교와 르아브르 대학교는 국제 경제와 발전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양교는 2년마다 10회에 걸쳐 공동 컨퍼런스를 주최했으며, 

2016년 컨퍼런스는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된다. 동 컨퍼런스는 지난 30년 간 양교가 유지해온 파트너쉽에 기반하고 있다. 그 동안 두 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수진 연구/학술 교류 및 학생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다. 올해에는 국제통상, 국제 자본 이동, 글로벌 기업 전략, 국제 물류, 국제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화의 환경/지리적 영향, 국제 행정 정책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양국의 대학·과학기술분야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고등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의 혁신을 이끌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바 있다. 10월 16일에 열리는 '프랑스 교육 박람회'와 '프랑스 알룸나이' 런칭에 이은 

'한불 고등교육, 연구, 혁신의 만남' 행사에서는 프랑스 과학계의 저명인사이자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2012년 노벨물리학 수상자 세르쥬 

아로슈 교수가 개회사를 하며, 대학교류·직업교육분야·과학기술협력 분과별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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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문화 기술 협정'에 의해 탄생한 아주대학교는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와 관련된 전통을 지닌 아

주대학교는 고등학생들의 프랑스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국과 프랑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프

랑스어로 소개하는 전국 고등학생 프랑스어 대회를 2007년부터 개최해 왔다. 동 대회를 통해 매년 150명 내외의 고등학생들이 프랑스어로 자신들

의 관점과 생각을 발표하는 열띤 경연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제 10회 전국고등학생 프랑스어 대회에서는 '한국 속의 프랑스 문화'를 주제로 제시한다. 젊은이들의 시선

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어떻게 융화되는지, 한국은 프랑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

국의 문화와 관계를 바라보는 참신한 생각들이 소개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도 향상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주대학교

제10회 전국 고등학생 프랑스어 대회
• 2016. 11. 5  |  수원 아주대학교

경제·국방
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정책을 논하다 - 언어·문화·예술
• 2016. 10. 29  |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문화예술학회는 프랑스 어문학 중심의 전통적인 연구에서 탈피해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프랑스와 프랑스어권의 문화와 예술 전 분야에 

걸친 학제간 융합 연구를 주도하는 학술단체이다. 프랑스문화예술학회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고자, 정책을 화두로 삼아 '정책을 논하다 - 

언어·문화·예술'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현대 언어·문화·예술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과 교류, 

미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프랑스 문화부 소속 프랑스어 진흥청(DGLFLF) 정책팀장과 한국의 관련 부처 정책실무자가 

참석해 학문과 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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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랑스, 브르타뉴 해양 클러스터

한-불 해양 기술 포럼 
• 2016. 7. 4 - 7  |  서울, 부산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역 해양 클러스터(Pôles Mer Bretagne Atlantique et Méditerranée)는 한국의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증진과 기술교류 및 협

력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파트너쉽 행사를 진행한다. 동 행사는 해양수산부, 이노폴리스를 비롯해 조선·해양개발·해양안

보 관련 산업 및 연구교육활동이 활발한 부산에서 부산시청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다. 프랑스에서는 정부 측 대표(클러스터, 연구소), 학계, 대기업, 중

소기업이 참석해 해양안보, 정보통신기술과 해양, 해양 바이오기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불 해양기술 포럼’은 전문가 간 교류와 기술 산업 

및 R&D 분야 파트너쉽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 관련 기관 및 연구소, 기업과의 미팅 및 현장방문, 관련 업체간 B2B 

미팅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프랑스 기업총국, 한국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프랑스관광청

제3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워크샵 프랑스 2016

• 2016. 10. 26  |  서울

• 2016. 10. 3 - 8  |  서울, 부산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 2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제 3차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닝

(E-learning), ICT 융합, 에너지 신기술에 대해 산업계, 학계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며, 프랑스의 기업총국(DGE,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이 정책 위원회를 열어 양자 대화를 추진한다. 동 포럼은 양국 기업 

간 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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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프랑스 2016'은 프랑스 관광청이 주관하고 프랑스 관광업계가 참가하는 B2B 행사로, 서울과 부산에서 기자 간담회, 여행사 워크샵, 갈라디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동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이들 관광업계와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 기회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프랑스의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에서 주관하는 '인상주의 테마 

갈라디너'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한 일-드-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작품을 한국에 소개한다.

비즈니스 프랑스, INNOECHO

로보월드 박람회 프랑스관 행사 
• 2016. 10. 12 - 15  |  일산 킨텍스

한국은 서비스 및 산업로봇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국가로서 국내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협회(KAR) 와 프랑스 서비스로봇협회(SYROBO)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프랑스 리옹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럽 최대 

서비스로봇 박람회인 이노로보(INNOROBO)를 통해 상호이익 창출을 도모해왔다. 이처럼, 양국의 로봇산업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보완하며 발전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2016 로보월드 전시회 내 프랑스관 전시를 통해 프랑스 로봇산업의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양국의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즈니스 프랑스

제6회 프렌치 테크 투어
• 2016. 12. 8 - 9  |  서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경제 상무관실 ‘비즈니스 프랑스’에서 주관하는 경제협력행사로 양국 IT 분야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한국시장에서 상호발전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 기업을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국내기업과의 미팅을 주선하며, 양국기업이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찾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프랑스 국방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한국항공우주산업, SAFRAN

한국전 참전 유엔군 프랑스대대 사진 순회전시회
• 2016. 7. 12 - 22   |  철원, 철원 평화전망대   • 2016. 7. 25 - 8. 5  | 영천, 육군3사관학교 
• 2016. 8. 9 - 19   |  홍천, 홍천미술관   • 2016. 9. 6 - 18  | 인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 2016. 11. 21 - 12. 2  |  거제, 거제시청

‘한국전 참전 유엔군 프랑스대대 사진 순회 전시회’는 프랑스 국방부 영상홍보처(ECPAD)에서 제공한 사진자료를 소개하는 행사이다. 동 전시회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대대의 활약상을 한국 국민에게 알리고, 양국 군인의 전우애와 평화를 위한 희생을 상기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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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소펙사,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제2회 한국-프랑스 식문화 비교 세미나
• 2016. 11  |  서울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가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SOPEXA KOREA)가 주관하는 한국-프랑스 식문화 비교 세미나는 2013년 11월 처음으로 개최됐

다.  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식문화 분야 유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양

국이 상호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금번 제 2회 세미나 역시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 대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리이자, 양국의 식문화를 이해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향후 세계화 속에서 한 국가의 식문화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개선 방안 및 성공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풀무원다논

2016 KLPGA Activia-백제 C.C 드림투어
• 2016. 7. 27 – 8. 23  |  한국 백제 C.C

액티비아와 백제C.C가 주최하는 KLPGA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는 2000년 KLPGA 2부 투어로 

출범하여, 예비 스타들의 경연장이자 KLPGA 투어 스타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이선화, 

이지영, 지은희, 이보미, 안선주 등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선수들과 김하늘, 김혜윤, 홍란, 

강다나, 정연주 등 국내 투어 최고의 스타급 플레이어들을 배출하였다. 2016년도 대회는 드림투어 

10차전부터 15차전까지 5개 대회이며 대회당 상금은 6000만원이며, 본 대회 마지막 대회 종료시점 

상금순위 1위자에게는 당해 연도 ‘에비앙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한다. 

‘에비앙 챔피언십’은 US여자오픈,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RICOH 브리티시여자오픈, ANA 인스퍼 

레이션(구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과 함께 여자프로골프 5대 메이저대회 체제를 이루고 있다. 

메이저대회 중 시즌 마지막 대회로 매년 9월경에 개최된다.

한국 BNP파리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주),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KATO)

2016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
• 2016. 9. 3, 8 - 11  |  부천시립테니스장, 구리왕숙체육공원, 수원만석공원테니스장, 여기산공원테니스장 등

2016년 9월 진행 예정인 2016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공식 스포츠 행사로 준비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테니스인들을 포함한 국내 

생활체육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적인 관계를 홍보하고,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선의의 경쟁, 공정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오는 9월 수도권 각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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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문학

교육·학술·과학

경제·국방

미식·스포츠·기타

투르 드 프랑스 레탑 코리아
• 2016. 11. 5 - 6   |  서울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스포츠 행사로 투르 드 프랑스의 한국 스테이지가 구현된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실제 투르 드 프랑스 코스와 독특한 사이클 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사이클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절경

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특히, 투르 드 프랑스에 출전했던 프로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아마추어 사이클리스트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11월 5

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첫날인 5일은 약 3천 명의 대한민국 아마추어 사이클리스트들이 프

로 선수들과 함께 투르 드 프랑스의 한 스테이지를 국내에 재연한 코스를 달릴 수 있는 ‘레이스 데이

(Race Day)’, 이튿날인 6일은 투르 드 프랑스 문화 체험, 스타 선수와의 만남 등이 마련되는 ‘빌리지 

데이(Village Day)’로 구성된 문화와 축제가 어우러진 국제적 성격의 스포츠행사이다. 첫날 행사인 

‘레이스 데이’에 참가할 아마추어 사이클리스트들은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사전 등록 시 참가신청

을 해야 하며 ‘빌리지 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축제 행사가 될 것이다.

네이버,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

프렌치 캐스트
• 오픈 - 2016. 3. 23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프랑스 문화원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내 제일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프렌치 캐스트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한다.

프렌치 캐스트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행사를 알리는 중요한 

통로이며 프랑스에 관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프렌치 캐스트는 

인터넷 유저들에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경제, 스포츠,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 

프랑스에 관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이 

단순하며 다이내믹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 유저들이 쉽게 프랑스와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서비스 시작 후 3개월 동안 전체 재생 수 

15만을 기록했으며 1900명이 가입했다. 프렌치 캐스트를 통해 프랑스의 음식 문화, 지방과 도시들, 기술 혁신, 과학이나 음악과 문화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프렌치 캐스트는 매주 370만 네이버 가입자들에게 프랑스에 관한 새로운 동영상을 소개하며 프랑스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2 0 1 5 - 2 0 1 6  한 - 불  상 호 교 류 의  해  ' 한 국  내  프 랑 스 의  해 '

▶ 본 프로그램북에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일부 행사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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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7.20-31   제24회 아시테지국제여름축제: 프랑스 주간   대학로 예술극장 등 대학로 일대

 8.25-9.5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여수 예울마루 등

 9.20-11.22 롯데콘서트홀 개관페스티벌    롯데콘서트홀

 9.22-24  레 시에스트 일렉트로니크    클럽 벌트, 컵케이크샵

 9.23-10.16 로베르토 쥬코     명동예술극장

 9.24-10.15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프랑스 포커스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등

 9.28-10.2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등

 9.29-10.3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랑스 포커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시 일대

 9.30-10.3  2016 잔다리 페스타     홍대 거리 일대 

 10.1  한-불 음악축제: 레 지노상 공연    서울 서초구 몽마르트공원 

 10.1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 코리안심포니 198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1  자라섬 프렌치 올스타즈    롯데콘서트홀 

 10.1-2  내 땅의 땀으로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

 10.1-3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프랑스 포커스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10.1-30  레드 서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의전당 등

 8.29-9.2, 10.16-20 GRAME / CNSMD 초청콘서트 '프랑스 음악의 밤'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 일신홀, 통영국제음악당 등

 10.19-23  로렌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외 지방 4곳 

 10.21-31  프랑스 재즈 트리오 야킨 콘서트    대구, 대전, 전주, 인천, 광주

 10.23-30  황수미와 함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 내한공연  서울, 구리, 인천, 청주

 10.22, 28  통영국제음악제: 프랑스 포커스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블랙박스 

 10.28-30   이오네스코 <코뿔소>     국립극장

 11.4-5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11.11-13, 17 필립 드쿠플레 <콘택트>    LG아트센터, 대구수성아트피아 

 11.15-16  다니엘 하딩 & 파리오케스트라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20-27  한국과 프랑스의 '소리'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12.8-10  프레쉬 앤 프렌치     서울

전시 5.14-8.10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5.27-7.31  음식을 입다     대구 DTC 섬유박물관

 6.11-10.16 홈 시네마      대구미술관 프로젝트룸

 6.17-10.2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5 기획전   성곡미술관

 7.11-12  영상아카이브와 역사연구 - 경험과 방법론의 교류  고려대학교, 한국영상자료원

 8.1-9.30  파라다이스-홍티아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부산 홍티아트센터

 8.10-9.30  서래마을 한-불 공공미술프로젝트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8.25-10.23 Through the listening glass    토탈미술관

 8.27-12.3  카르티에 브레송전 1932-1946    한미사진미술관

 9.2-11.6  2016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일대

 9.3-11.30  2016 부산비엔날레      부산광역시 일대 

 9.13-10.14 하늘의 마법사들     창원 에스빠스 리좀, 갤러리 바움 등

 9.25  프렌치 디자이너스 나이트    복합문화공간 신도시

 9.30-10.11 오브제 활성화     남서울대학교 갤러리 이앙

 10.4-28  무한에서 중심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갤러리

 10.4-12.27 이응노와 서체 추상     대전 이응노 미술관 

 10.15-11.30 한글, 미래를 쓰다     송도국제도시

 10.19-23  샹탈 아커만 그 이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10.19-24  이진우 작가 초대 개인전    조선일보 미술관

 10.28-2017.3.5 오르세미술관 특별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1.2-25  울림      금산갤러리 

 12.7-2017.1.7 한-불 현대미술 교류전 : 프렌치 터치   통의동 보안여관

 12.17-2017.2.22 코리아 온/오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11월  세상 만들기     경북대학교

 11월  라이트 유어 월드(Light Your World)   

영화 6.30-7.24  자크 리베트 회고전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서울아트시네마

 7.12-31  프랑수아 트뤼포 회고전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7.21-31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고몽: 영화와 함께한 120년> 부천시 일대 상영관

 7.27-8.21  만화의 미래 2030     한국만화박물관 

 9.29-10.4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 프랑스 단편영화 기획전  메가박스 이수 아트나인  등

 10.14-15  한국 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 : 이론, 미학, 배급 성균관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0.21-25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 더 프렌치 이어  한국만화박물관, 부천 CGV 등

 11.3-6  제 7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등

 11.10-23  프렌치 시네마 투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천안 등

문학 7.19-10.30  7가지 마음의 모양     현대어린이책미술관

 9.29-10.3  2016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홍대 주차장거리 일대 

교육 2.29-9.10  제18회 전국고등학생 프랑스시 낭송대회   전국, 서울대학교

 2.29-9.10  제9회 프랑스문화대회     전국, 서울대학교

 6.28  서래마을 프랑스식 거리 현판 설치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7.11-29  낭트대학교 학생 한국 방문    수원 아주대학교, 부산 예문여고, 순천시

 9.24  뮤지컬 갈라쇼 <충북대 프랑스어권 뮤지컬 10주년 축제>  충북대학교

 9.29, 10.1-2 해외유학, 어학연수 박람회    부산 벡스코(BEXCO), 서울 코엑스(COEX)

 10.16  한국 프랑스 알룸나이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10.16  2016 프랑스 교육 박람회 Study in France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10.17  제1회 한불 고등교육, 연구, 혁신의 만남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11.5  제10회 전국 고등학생 프랑스어 대회   수원 아주대학교

과학 9.1-12.11  우주의 물-위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물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학술 7.21, 11.25, 12.12 강연시리즈 <크레아티브 프랑스>    광화문 교보빌딩

 10.20-21  국제통상무역, 자본의 흐름 및 국제 경제 발전 컨퍼런스  인천 인하대학교

 10.29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정책을 논하다 - 언어, 문화, 예술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경제 7.4-5  한-불 해양 기술 포럼     서울, 부산 

 10.3-8  워크샵 프랑스 2016     서울, 부산

 10.12-15  로보월드 박람회 프랑스관 행사    일산 킨텍스

 10.26  제3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서울

 12.8-9  제6회 프렌치 테크 투어    서울

국방 7.12-12.2  한국전 참전 유엔군 프랑스대대 사진 순회전시회  철원, 홍천, 영천, 인천, 거제

미식 11월  제2회 한국-프랑스 식문화 비교 세미나   서울

스포츠 7.27-8.23  2016 KLPGA Activia-백제C.C 드림투어   한국 백제C.C

 9.3, 8-11  2016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    부천, 구리, 수원 등

 11.5.-11.6 투르 드 프랑스 레탑 코리아    서울

기타 3월-  프렌치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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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위원장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부위원장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준비기획단장  최영삼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준비기획단장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

예술감독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 주최측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장  최광진

공공외교총괄과  변현정

공공외교총괄과  안지영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기획운영과장  하현봉

기획운영과  박수향

기획운영과  한송희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문화예술분야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

팀장   김유정

홍보담당   신지은

홍보담당   이승희

시각예술담당  박수경

공연담당   최나래

음악/무용담당  최해인

문화유산/문학/영화담당 홍이지

일반분야 :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사무국장   박혜윤

사업/홍보담당  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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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측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Henri LOYRETTE

후원위원회장   Stéphane ISRAEL

예술감독    Agnès BENAYER

프랑스 주최측

Institut Français

Institut Français 원장  Bruno FOUCHER

Institut Français 국장  Anne TALLINEAU

개발협력부장   Valérie MOUROUX

Pôle des Saisons 팀장  Nicolas RUYSSEN

Pôle des Saisons 코디네이터  Charlotte FOUCHER-ICHII

Pôle des Saisons 홍보총괄  Henri Pierre GODEY

홍보담당    Perrine THIBAULT

교육/연구/도서/스포츠담당  Catherine VINAY

전시/문화유산담당   Marie Claude VAYSSE

공연예술/문화산업담당  Charles VIX

경제/미식/관광담당   Pierre MANCINI

영화담당    Pierre TRIAPKINE

시각예술담당   Flora BOILLOT

음악담당    Nicolas DOYARD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   Fabien PENONE 

수석참사관   Etienne ROLLAND-PIÈGUE

무관    Jean-Christophe LANGELLA

경제참사관   Pascale BUCH

문화참사관 겸 프랑스문화원장  Anthony CHAUMUZEAU

공보관    Myriam SAINT-PIERRE

Business France 대표  Dominique BOUTTER

프랑스관광청 지사장   Frédéric TAMBON

홍보 책임관 (주한 프랑스문화원)  Grégoire VAQUEZ

문화참사관실 조정 연락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  Olivier JARMOSZ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