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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3년 파리

국제대학촌 축제를 맞아 

한국관(관장 윤강우)은 다

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매년 5월에 열리는 파리국제대학

촌 축제는 43개의 기숙사들이 각 

나라의 개성을 반영하여 공연, 전

시, 장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150개 국적 12,000여명의 청년들

이 거주하는 파리국제대학촌은 37

헥타르(약 11만평)의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학촌 전체가 3일간 

축제의 열기에 빠져드는 것이다.

2018년 건축된 한국관 역시 한국

의 전통과 현대의 멋을 반영한 다

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축제 첫날인 12일(금)에는 이정

화 서예가가 한글 서예를 응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 씨는 드라마 ‘동이’, ‘해를 품

은 달’, ‘미스터 선샤인’ 등 사극에

서 여주인공의 글 쓰는 장면 대필

을 담당하고, 2021년에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에도 출연한 대표적인 

청년 서예가이다.

또한 프랑스를 방문 중인 4인조 

퓨전 국악 밴드 ‘클랜타몽’의 공연

도 한국관에서 3일간 펼쳐진다.

클랜타몽은 파리국제대학촌 본

부가 주관하는 동문회 행사에도 초

대받아 출연하며, 장구, 판소리, 한

국 무용, 피리로 구성된 단원들이 

따로 또는 함께 관객들의 귀와 눈

을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프랑스한국교육원이 

운영하는 K-POP 댄스 교실에서 1

년 동안 배운 학생들이 그동안 갈

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무대를 선보

인다.

한국관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K-POP 댄스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은 지도 교사인 조안(Johan 

NAGULESWARAN) 팀과 함께 대

학촌 본부 중앙 무대에도 올라선

다.

17개 한글학교를 대표하는 프랑

스한글학교협의회(회장 박선영)는 

장터를 열어 떡볶이와 파전, 김밥, 

달고나와 라면 등을 선보이고, 민

속 공예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금을 

한글학교 운영을 위해 기부할 예정

이다.

이외에도 원형 황동판

에 한글 이름과 별자리

를 새겨 목걸이나 팬던트

를 만드는 전통 금속공예 

체험 교실이 열릴 예정이며, 한복

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한복 체

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윤강우 한국관 관장은 "한국관은 

한국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학

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임무에

도 충실해야 하지만, 한국과 세계

의 학생들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매우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며, "이번 

축제는 한국에 관심 있는 모든 이

들이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

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전통과 현

대를 아우르는 행사들로 준비했

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국제대학촌 축제 전반

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ciup.f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

램 사진 공모에 참여한 사람 중에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청년, 5월과 만나는 시테 축제”

한위클리한위클리 2023년 2023년 
5월 12일 5월 12일 
(1267호)(1267호)

▶ 5월 12~14일, 한국관 자체 행사 다채롭게 준비

https://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2285664
https://www.francezone.com/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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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넘치는 부산, 바다로 통하는 도시' 특별전
●프랑코필

한국의 최대 항구도시 부산은 한반도를 통해 대

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바다를 통해 세계

로 나아가는 대외 무역의 관문이었다. 부산 사람

들의 삶은 늘 바다와 함께 해 왔다. 바다와 육지

를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자리잡

았다.

부산 사람들은 질풍노도의 근현대사와 정면으

로 부딪치면서도 부산을 대표적인 해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갔고, 강인한 기질을 발휘하여 어려

움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일궈냈다. 오늘날 세

계의 문화를 품고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수용

과 개방의 도시로서 다양한 색을 가진 지금의 국

제 해양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근현대사를 따라 바다를 주

제로 부산의 생동감 넘치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그 속에서 부산의 정체성과 고유한 모습을 조명

하는 1부 파트와 부산에서 피어난 문화예술을 소

개하는 2부 파트로 나뉘어진다. 제1부에서는 개

항기와 산업화 시기까지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역

사와 그 속에서 삶을 일궈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어서 제 2부에서는 피란수도 이후 문

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전통과 현대 예

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전시실(1부 파트)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부산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전시에서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던 역사 자료와 유물을 한자

리에 모아 선보일 예정이다. 첫 공간에서는 부산

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대형 LED 스

크린을 통해 상영하여 부산의 모습을 임팩트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조선 초기까지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은 개

항(1876)이라는 사건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

한다. 개항 이후 부산은 일제 침탈 등 수많은 역

사적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 문

물을 수용하여 다양한 근대 문화를 태동 시키기

도 했다. 근대의 물결 속 조선 최초로 이국인들에

게 문을 연 부산에는 많은 서양인들의 발길이 이

어졌고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부산은 다양성과 

공존이 자리잡은 도시로 변화해갔다.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 기간동안 부산은 대

한민국의 임시수도가 되었다. 부산은 전쟁을 피

해 남쪽으로 몰려든 피란민들을 끌어안았고 원조

물자, 유엔군을 통한 이국의 문화가 밀려들었다. 

한편 다양한 피란민들이 불러온 새로운 삶의 활

기도 생겨나 전란 시절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과 

수많은 피란민들의 삶이 만나 펼쳐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제시장, 깡통시장에서는 피란민들

의 물건, 부두에서 흘러나온 원조물자, 미군 부대

의 밀수품이 활기차게 유통되었다.

1950년대 중반이후 부산은 빠르게 산업화를 견

인해 나갔다. 원조 물자 및 수입 원자재가 들어

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삼백산업(밀가루, 설탕, 

면직물) 및 목재, 화학, 조선 산업 등이 성장했다. 

서울의 수도권과 부산의 영남권을 이어주는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산은 제 2의 도시로서 위

상을 확립해 나갔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부산

항을 통해 본격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하였

다. 본 전시를 통해 당시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마도로스, 강한 생활력의 상징 부산의 아지매들

의 삶도 재조명해본다.

제 2부파트가 시작되는 제 2전시실에서는 부산

의 문화예술을 소개한다.

부산은 예로부터 문화 예술 또한 매우 발달한 

곳이다. 탈놀이인 야류를 비롯하여 학춤, 가야금 

산조 등 전통예술을 보전· 전승하고 있다.

부산은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섞이며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내기도 했다. 한국

전쟁시기 전국에서 몰려든 문화예술인들이 집결

하면서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부산항을 

통해 이국의 문화도 유입되었다. 이에 제 2부 파

트에서는 피란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던 1950 년

대 부산의 다방을 재현한 특별한 전시실을 선보

인다.

또한 부산의 대표 축제인 부산 국제영화제를 소

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프랑스인들에게 부산 영화

제 및 한국의 영화를 선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산의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대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과거에서 현재

로 이어지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0층 블랙박스공간에서는 부산을 주제로 

한 한·불 NFT 작가들의 협업 작품을 전시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부산의 다양한 콘텐츠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le 19M 샤넬 공방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이 국립동양기메박물관과 

협업하여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공연을 기메박물

관 오디토리움에서 프랑스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춤과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통 무속의식에

서 영감을 받은 살풀이춤과 진쇠춤, 그리고 국가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특히 진쇠춤 공연에는 동해안별신굿이 포함되어 

있다. 동해안별신굿은 부산 기장군의 동해안 지

역에서 지내는 마을굿으로, 마을 안녕과 풍농, 풍

어를 기원하는 춤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

어 있다.

부산은 수영야류, 동래야류, 동래학춤, 부산농악 

등 다수의 춤과 연희의 본고장이다. 2008년 개원

한 국립부산국악원은 부산과 영남권 특성을 살린 

공연, 교육,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전통공연예술

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시

아·태평양 민족 공연예술센터로서, 국제 해양관

광도시인 부산에 걸맞게 국제 교류 사업을 전개

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1일 20시
MUSÉE GUIMET AUDITORIUM
6 Place d’Iéna 75116 PARIS
예매 및 안내 www.guimet.fr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 치유의 춤과 음악 » 국립부산국악원 기메박물관 공연

https://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2284930
https://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228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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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디올(La Galerie Dior)

« 활기 넘치는 부산, 바다로 통하는 도시 

» 특별전 일환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

고 있는 NFT를 통해 색다른 부산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아트 전시를 선보인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디지털 예술과 

암호화폐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특별

히 부산의 최첨단 과학 기술 도시 이미지

와 동시대 AI기술의 접목을 시도했다. 한국

과 프랑스 양국의 AI 작가 8인이 각자 바다, 

역동성, 전통 등 부산을 주제로 미래지향적

이며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참여 작가 김보슬은 동양적 관점에서 인

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결성을 주제로 예술

과 기술을 융합하는 아티스트이다. 이번 작

품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된 가상의 해

양 도시를 설정하여 인간과 동식물들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포스트 휴먼의 가상생태계를 표현한다.

Ivona Tau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아티스트로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를 

실험 사진과 모션 페인팅 작업의 매체로 사용한

다. 인공 지능 도구를 통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작가의 목표이다. 부산의 도시풍경과 파도

를 합성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준케이는 융합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인연의 

빨간 실을 테마로 AI를 접목하여 관계에 대해 고

찰한다. 부산출신인 작가는 개인적인 기억을 바

탕으로 AI 비전이 생동하는 작품을 탄생시킨다.

김혜경 작가는 전통을 신기술로 재해석한 전방

위 적인 작품을 창조 한다. 예로부터 만복과 자

손의 무탈함, 번성, 장수를 위해 사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길상’에 주목하여 부산의 주요 사

원들의 이미지를 통해 관람객의 만복을 기원한

다.

AI 1세대 작가인 CS Lim 임채석은 인공지능과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다. 이번 작품을 통해 멀티버스속 대한민국 

2대 도시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해본

다.

Sasha Stiles는 생성 문학 및 블록체인 포

에틱스의 선구자이다. 시, 예술, 코드, AI, 디

지털 인문학, web3를 융합하여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에 대해 탐구한다. 부산 보수동 

서점골목을 새롭게 해석할 예정이다.

부야산의 작품 철학은 전통과 현대성의 결

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전적인 조각과 그

림에서 영감을 얻지만 창작 과정에서 3D, 

복셀, AI툴 등 현대 기술을 접목시킨 작업을 

한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디지

털을 섞으며 친숙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

니크한 작품세계를 창조해낸다.

아고리아는 일렉트로닉 뮤직의 프로듀서

이자 수년간 아트씬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작

품에서 저명한 생물학자, 신경과학자 및 철학자

들과 협력하여 예술, 음악 및 과학을 결합한다. 

사운드 웨이브와 부산 바다의 파도를 접목시킨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영사실(RDC)
2023년 5월 31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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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부산의 초상, 부산 스페셜 NFT 전시

국립부산국악원이 2023 ‘한

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 부산 스페셜’ 축제 일환 문

화원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다. 강연은 ‘부산의 무형문화

재’ 제하, 국립부산국악원 문

봉석 학예사가 진행한다.

부산은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춤과 연희 분야가 발달한 지역이

다. 이에 속하는 여러 문화유산들 중 국가나 지방 정부로부터 문화재

로 지정된 종목은 동래야류, 수영야류, 동래학춤, 동래한량춤, 동래고

무, 동해안별신굿, 부산농악 등 6 종목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들 중 

주요 종목의 역사적 유래, 연행 방식, 미학적 특징과 문화사적 가치 

등을 소개한다.

강연자 문봉석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한양대학교에

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전통음악의 구조를 분석한 다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이자 한

양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문화원/ 오디토리움
2023년 5월 31일 18시 30분
사전예약 : https://centreculturelcoreen.mapa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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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무형문화재 컨퍼런스

동래야류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탈춤이다. 다양한 캐릭
터가 등장하며 각기 다른 13가지 탈을 쓰
고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중 하나로, 매년 동래
야구장에서 열리는 부산 대학로 등불 축
제에서 공연되며 전통 놀이를 즐기는 사
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
트 코리아! – 부산 스페셜’ 축제의 일환
으로 동래야류탈춤과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이수자인 정재욱 명인을 
초청하여 아틀리에를 진행한다. 아틀리에
는 성인 및 보호자 동반 어린이 등 전 연
령이 참여 가능하며, 동래야류춤의 핵심 
인물이자 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젊은 여인(제대각시)의 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동래야류춤에서 제대각시는 할미(할머
니)와 영감(노인)의 4인무에 등장하는 젊
은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번 아틀
리에에서는 제공된 재료를 이용해 직접 
탈을 만들어 색칠하고, 탈춤 동작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총 4회) :
2023년 5월 31일(수) 15:00-16:30 / 

17:00 -18:30 
2023년 6월 1일(목) 15:30-17 :00 / 

17:30-19:00
장소 : 문화원 강의실
대상 : 성인, 아동(보호자 동반 필)
한국문화원/ 강의실

1인당 1회 강좌만 참가 신청이 가능

참가신청 : 5월 8일부터 아래 링크를 통
해 신청서를 제출 (선착순)

(https://forms.gle/XChfkfENFaf3j4g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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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프랑스 한인 체육대회’가 5월 8일 샹피니 

시 소재 Parc du Trmblay 에서 약 300여명의 교

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날까지도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였지만, 

이날은 아침부터 화창하게 개어 재불교민들은 모

처럼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뛰놀며 하루를 만끽

했다.

송안식 한인회장은 개회사에서 “모쪼록 선수들

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경기에 임하기를 바란다.”

며 “승패를 떠나 화합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혁운 총영사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좀더 관

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인 체육

대회를 통해 교민들이 가족처럼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특별히 청솔회가 대한노인회 파리지회

로 등록되어 등록증을 전달 받기도 했다.

앞으로 청솔회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개막식에 이어 각 단체 또는 가족, 지인들과 함

께 모여,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

간을 가졌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반가운 모

습으로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교민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

지만, 체육대회를 통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목

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만큼은 교민 유학생 주재원 상사원 등 남녀

노소 한인들이 각 단체별로 어우러져 피구, 족구, 

테니스, 팔씨름, 계주 등 다양한 종목에서 교민들

은 자신의 특기를 뽐내며 경기에 참여했다. 

이 날 체육대회의 메인 행사인 축구 경기에서

는 ‘파리선한장로교회' 팀이 ‘파리순복음교회’팀

과 결승에서 만나  2:0으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

지해, 1000유로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다. 파리

선한장로교회 팀은 교회 창립 21년만에 처음으

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내년은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중요한 해다. 프랑

스한인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장 응원과 거리 

응원도 펼쳐질 것이다.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프랑스 한인사회가 한마

음으로 화합하고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수상자]
* 사생대회
   - 최우수상 : 정이수
   - 우수상 : 신지운, 이준, 손영우, 김시온, 김유겸
* 어린이 달리기
   - 1등 : 이준,  
   - 2등 : 김엘리엇
* 계주
   - 우승 : 정지원, 김다인, 김재홍, 지현식 팀
* 팔씨름
   - 여자부 : 채효영
   - 30대 이하 남자부 : 이민석
   - 우승 : 박상민
* 피구 
   - 선한장로교회
* 족구
   - 챔피언 팀
* 테니스
   - 준우승 : Cheikh, 아흐노
   - 우승 : 김경태, 박광희
* 축구
   - 득점왕 : 심현우, 황지민
   - 준우승 : 순복음교회
   - 우승 : 선한교회

[협찬사]
LEENAX, VTC협회, 한불상공회의소, 라발레빌

리지, 아시아나항공, 케이마트, 유로마트, 에펠코
멕스, 청솔회, 무역인협회, 골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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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과 화합의 한마당, 2023 한인체육대회"

지난 5월 8일 열린, 프랑스한인체육대회에서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손보여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호텔 델루나', '옷소매 

붉은 끝동'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배우의 글씨를 대

필한 서예가 인중 이정화(30) 씨가 출연해 화려

한 서예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퓨전국악비단의 '영웅의 제국'을 배경으로 장엄

한 무대를 연출했고, 넓게 펼쳐진 대형 지면에, 

한 획 한 획을 긋는 그녀의 힘찬 필체를, 한인들

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긴 문구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남긴 

명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었다.

한국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일곱살 때부터 지금

까지 서예를 써오고 있다는 이정화 서예가는 지

금 프랑스 전역의 한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서

예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5월 3일에 프랑스에 입

국해 5월 31일까지 프랑스를 다닐 예정이다.

이 서예가는 프랑스 곳곳을 다니며 한인들을 만

나고,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 (한류의 전파자로

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해진 일정이 아니었는데, 어

제 급히 듣고는 꼭 가서 그 마음을 전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는 그녀는 무엇을 쓸지, 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다 아시다 시피 '중꺾마'라고 불리는,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손흥민 선

수가 한 이야기예요. 이 문구가 프랑스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라

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라며 "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글자에 꽃을 피워

서, 여기에서 하시는 일 모두다 잘 되시기를 바란

다."고 말해 교민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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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가 이정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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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남는 프랑스 한인체육대회"
● 2023 체육대회 결산

프랑스 한인체육대회는 코리안페스티벌과 

함께 교민사회 최대의 축제다.

신록의 계절 5월에 열리는 체육대회가 한인

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1등 공신이라면, 

코리안페스티벌은 가을을 여는 9월말~10월

초, 프랑스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장

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체육대회 겸 야유회는 가장 많은 교민

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

랜 역사를 자랑한다. 

1968년 재불한인회가 결성된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야유회가 개최되었고, 1990년대 들

어 한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단체별로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추가 되면서 한 때는 교

민 700여명이 모일만큼, 한인사회 최대의 행

사로 자리잡기도 했다. 

대회 규모가 커지자, 한인회에서 야유회를, 

파리화랑축구팀이 축구대회를 12년간 분산 

개최하기도 했으나, 제32대 한인회가 들어선 

2013년부터 ‘한인 야유회 및 체육대회’로 다

시 통합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한인사회의 가장 큰 축제인만큼, 행사 준비

를 위해 한인회 임원들의 노고는 말로 할 수 

없다. 장소 섭외는 물론, 홍보, 의전, 음식준비, 

경기 진행 등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만전

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인회의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

다.

첫째. 대회가 열리는 주경기장이 파리 외곽 

(3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대중교통도 불편해 교민들이 찾아오기에 다

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5구 구장이나 이씨레물리노 구장을 사용했

던 기존 대회에 비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 

매년 행사 때마다 이곳 저곳을 떠돌기 보다

는, 가능하면 고정적인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체육대회의 성공 여부는 경기장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우신조로 이

날 비가 내리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행사 전날

과 다음날에는 거의 온 종일 폭우가 쏟아졌다. 

대회 당일에도 이런 날씨였다면, 실내구장이 

전혀 없었던 이번 경기장에서 체육대회는 제

대로 된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보다 안정인 대회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악천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인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축구인

데, 이번대회 참가팀은 6개로 줄어들어 한때 

15개 팀이 참여했던 때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나 위축됐다.

경기 진행에 대한 안내가 없어, 어떤 경기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응원열기도 미적

지근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났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럴 바에는 축구대회와 아유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기존 '파리화

랑축구단'같은 축구대회를 주최할만한 단체가 

없는데다, 한인사회 입장에서도 비슷한 대회

를 연속으로 치루기가 부담스러운게 경험적

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축구경기의 부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전체적인 대회 운영에 아쉬움이 많았

다. 음향 상태가 열악해 사회자의 음성이 제대

로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산만했다.  

경기장도 넓게 떨어져 있는데다, 높낮이가 

있어 집중하기 어려웠고, 개막식이 열린 본부

석 앞은 럭비구장이어서 메인 경기인 축구 경

기 조차 할 수 없었다. 

피구나 족구 테니스 등 다른 경기는 형식적

인 시합에 그쳤다. 좀 더 짜임새 있는 경기 운

영이 못내 아쉬웠다.

넷째. 프랑스에서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행사에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응급

구조대(Protection Civil)를 배치해야 한다. 만

약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것도 고려 

사항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피구 경기를 하던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 교민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 지

인들이 부상자를 진정시키는 동안, 구급대가 

달려왔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특히 체육대회는 오랜시간 체력적으로 준비

되지 않은 교민들이,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함에 

따라 언제든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기에 반

드시 응급구조대를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인명 사고 발생시에는 주최측

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2023 한인체육대회를 결산해보자면,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다. 

한인회 임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만, 그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게 됐

다.

역사는 진보하며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어

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

져야 하지만, 솔직히 지난 몇 년 간의 대회보

다도 부족함이 많았다는게 이날 참여한 교민

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귀 기울이고 반면교

사 삼지 않는다면, 다음 대회는 더 쉽지 않다. 

교민들이 흥미를 잃게되고 점차 참여하지 않

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37대 한인회는 이번 대회에 대해 자체적

으로 분석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좀더 나은 

대비책을 세우고 내년 체육대회에는 우리 교

민들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

한 한인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삼 당부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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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 2023 파리 코리아 엑스포 깜짝 방문"

프랑스 및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

업과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프랑스 기업이 한자

리에 모이는 주요 비즈니스 행사인 Korea Expo 

2023 in Paris가 202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관 4관에서 개최된

다. 

Korea Expo 2023은 한국의 뷰티, 식품, 웰니스, 

콘텐츠 및 기술 산업과 관련된 한국 전시업체가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업계 전문가와 네트

워크를 형성하며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한불

포럼부터 한국의 뷰티, 패션 스타일링까지 다양

한 주제의 강연과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2030 부산엑스포 조직 홍보를 위한 특별관도 

운영되며, 부산엑스포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이정

재가 개막식에 참석,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

상된다. 관객들은 배우를 직접 만나 '오징어 게임'

을 작업한 경험담과 한국 문화의 미래에 대한 생

각을 직접 들을 수 있다.

Korea Expo 2023의 김정훈 이사는 “Korea 

Expo 2023은 프랑스와 한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새로운 비즈니

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

한다고 생각한다."며 "프랑스와 한국은 오랜 경제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확신한다. "고 자신감을 보였다.

Korea Expo 2023
2023년 5월 13일 ~ 5월 15일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관 4관)
1 Pl. de la Prte de Versailles 75015 Paris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세계 미술계에서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

(MoMA),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더불어 ‘빅3’ 

현대미술관으로 꼽히는 프랑스 ‘퐁피두센터’

가 한국에 분관을 설치한다. 한화그룹은 지

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에서 한화문화재단 신현우 이사장과 퐁피두

센터 로랑 르봉(Laurent Le Bon) 관장이 ‘퐁

피두센터 한화 서울’(가칭)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0

일 밝혔다.

미술관이 설치되는 곳은 한화가 관리 운

영 중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으로 2025년에 

분관을 열 예정이다. 한화는 개관일로부터 4년간 

한국에서 퐁피두센터 운영권을 보장받으며 한화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게 된다. 한화 쪽은 “지난 

2018년부터 퐁피두센터 유치를 타진해 왔으나 

코로나 등 여러 이슈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퐁피두센터 한국 분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꾸준히 유치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인천시가 퐁피두센터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

나며 적극적인 유치 협력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앞으로 한국 분관에서는 해마다 퐁피두센터 소

장품으로 기획전시를 두 차례 열고, 퐁피두센터 

쪽에는 브랜드 로열티, 작품 대여료, 컨설팅 지원

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화 쪽은 퐁피두센터 소

장품 전시 외에도 현대적 이미지에 걸맞는 자체 

기획전시를 연 2차례 따로 개최하고 예술체험 교

육장 용도의 어린이 미술관 등을 운영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미술관 개관은 2025년 상반기가 목표다. 한화 

쪽은 올해 미술관 건립을 위한 빌딩 내부 개수 공

사를 시작한다. 설계작업은 장 미셀 빌모트가 맡

는다. 루브르박물관과 대영박물관 내부, 인천국

제공항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등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거장이다. 63빌딩은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1천여평

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 관련 딸림 시설도 갖출 것으

로 알려졌다. 한화 그룹 쪽은 “국

내 문화예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퐁피두센터는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미

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1960~70

년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조

르주 퐁피두(1911~74)를 기려 만들어졌다. 미술

관 외에도 공연장, 극장, 도서관, 서점, 카페 등이 

들어선 복합문화시설이며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관람객이 300만명을 훌쩍 넘는 초대형 전시관이

다. 샤갈,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 프란시스 베

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작품 약 12만여점을 소장하며 해마다 특색있는 

기획전을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외에도 

2015년 스페인 말라가, 2019년 중국 상하이와 파

트너십을 맺어 해외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퐁피두센터,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온다"

https://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2284829
https://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22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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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뉴스 브리핑
           News briefing FRANCE

우크라 최전선 뛰어든 프랑스 기자, 로켓포 공격
에 사망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의 참상을 전하던 프랑스 기자가 9일(현지시
간) 최전선에서 일하다 로켓포 공격에 숨졌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취재진은 최소 11명으로 늘었다.

프랑스 공영 AFP 통신은 자사 영상기자인 아
르망 솔딘(32)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동부 격
전지 바흐무트 인근 마을에 그라드 로켓포가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라드는 옛소
련 시절 개발된 다연장 로켓포다.

당시 AFP 취재진은 우크라군과 함께 있었으
며, 다른 취재진은 다치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이 발발한 바
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빗발치는 포
탄 속에서 전쟁의 참상을 타전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거주지를 우크라이나로 옮
기고 영상 취재단장으로 최전선 격전지인 동부
와 남부를 직접 찾아가 빗발치는 포탄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는 사라예보 출신 프랑스 국적자로, AFP 소
속으로는 2015년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하
기 시작해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10일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애도가 이어졌다.

파브리스 프리스 AFP 회장은 "아르망을 잃게 
돼 언론사 전체가 비탄에 빠졌다"면서 "그의 순
직은 매일매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타전하는 취
재진이 직면한 위험을 고통스럽게 일깨워준다"
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
그는 용감하게 전쟁 시작부터 최전선에서 우리
에게 알리기 위한 진실을 찾아나섰다"면서 고
인의 가족과 동료에게 애도를 전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사실들을 이해
하는 데 필수적인 일을 하다가 숨을 거둔 고인
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애도를 표명하는 성명
에서 그를 숨지게 한 것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 
때문이었다고 규탄했고, 올렉산드르 트카첸코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도 러시아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사망 소식을 접해 "슬프다"면서도 "기
자가 사망한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앞
뒤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솔딘의 한 동료는 "그는 가장 험난한 곳을 취
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자기 
일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고인은 헬멧과 방탄조끼를 입고 카메라를 든 
채 최전선에 뛰어들면서도 전쟁이 불러온 또 
다른 슬픔에도 시선을 돌렸다.

그는 키이우를 떠나 피란길에 오른 아들과 전
쟁터로 징집된 아버지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야 하는 애틋한 순간을 포착했고, 이달 초에는 
흙투성이 참호에서 다친 고슴도치를 구조해 건
강을 되찾도록 돌봐주기도 했다.

그가 고슴도치에게 붙여준 이름은 '행운
이'(Lucky)였다.

수원시, 프랑스 뚜르시와 자매결연 체결… 19번
째 국제자매·우호도시

경기 수원시의 19번째 국제자매·우호도시로 
프랑스의 대표적 관광도시인 뚜르시(TOURS)
가 됐다.

프랑스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6일(현
지 시각) ‘뚜르시 박람회 2023’ 박람회장 내 공
연무대에서 엠마누엘 드니(Emmanuel Denis) 
뚜르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뚜르시는 도시관리, 문화예술,자연·
생물 다양성 등 도시정책 전반에서 교류·협력
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중서부의 내륙에 있는 뚜르시는 전통
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인구는 14만여명인
데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이 찾는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다.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역사문화 
도시 중 하나이고, 지난 2000년에는 유네스코
가 문화·경관 부문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
했다.

루아르강(Loire) 주변 르네상스 시대 고성(古
城)과 공원이 많아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린
다.

성을 순례하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다.레오나르도다빈치 컨벤션을 중심으로 마이
스(MICE) 산업과 연계한 관광사업,친환경 교통
정책 등 수원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와 
뚜르시는 2019년 7월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후 꾸준히 교류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에 
뚜르시 대표단이 방문했고,수원시립미술관과 
뚜르시 CCC OD(올리비에 드브레 현대미술창
작센터)는 지난 3월 화상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
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CCC OD의 소장 작품을 수원시립미
술관에 전시하는 국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엠마누
엘 드니 뚜르시장,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
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최재철 
주프랑스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뚜르시는 전통과 문화가 흐르
는 아름다운 생태도시”라며 “수원시가 뚜르시
와 자매도시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
한 우정의 국가로 프랑스군 참전기념비가 수원
시에 있다”며 “뚜르시와 수원시가 프랑스와 한
국의 형제적 우애를 잘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엠마누엘 드니 시장은 “수원시와 뚜르시는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생태 도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공통점이 많
은 도시”라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원시의 정책은 
뚜르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부터 우정을 쌓아온 우리의 친
구,수원시를 뚜르시 박람회에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더 활발하
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공통점이 많은 뚜
르시와 수원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
색하길 기대한다”며 “수원시와 뚜르시가 오랫
동안 우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시작된 ‘뚜르시 박람회 2023’은 14
일까지 뚜르시 전시회장(PARC EXPO TOURS)
에서 열린다.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박람회다.뚜르시
는 수원시와 국제자매결연을 기념해 박람회장 
내 한국테마관에 수원시 관광 홍보부스를 마련
했다.여기에는 수원에서 탄생한 세계적 예술인 
맥간공예연구원(원장 이상수)이 참가,14일까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협약식에 앞서 3일(현지 시각)
파리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최재철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면담하고, 수원시와 프랑
스의 국제교류를 논의했다.

지난 5일에는 뚜르시청에서 엠마누엘 드니 
뚜르시장이 주관하는 오찬에 참석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극우단체 시위로 '시끌'…네오나치 승인 
vs 시위할 권리

프랑스 경찰이 지난 주말 수도 파리에서 네오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극우 단체의 시위를 허
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위는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을 일으킨 나치 독일을 무릎 꿇린 유럽 전승 기
념일을 앞두고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
금 개혁을 규탄하며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는 
제한하는 와중에 빚어진 일이라 불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논란을 촉발할 것은 29년 전 사망한 극우 운
동가 세바스티앙 데지외(당시 22세)를 추모하
며 파리 6구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열린 행진
이었다.

데지외는 1994년 5월 9일 당국이 금지한 시
위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고, 매년 이맘때 그를 추모하는 행
사가 열려왔다.

'5월 9일 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
찰 추산 550여명이 참여했고, 켈트 십자가와 흑
태양 등 네오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 곳곳에
서 휘날렸다.

또 199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 2000년
대 초 해산한 극우 학생 단체 그루프 유니옹 데
팡스(GUD)의 구호인 "유럽, 청년, 혁명"이 울려 
퍼졌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
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 AFP 통신 등이 보도
했다.

파리 경찰 측은 주최 측이 지난 몇 년간 공공
질서를 해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
문에 해당 시위를 금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항변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도 9일 기자회견에서 "
시위 이미지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시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라
고 말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8 ｜ LE JOURNAL HANWEEKLY

한위클리 프랑스존

채용/행사광고 안내
한위클리 헤드라인광고(채용/행사)는 한위클리신문과 

프랑스존에 동시 게재되어 광고효과가 탁월합니다.

헤드라인광고 가격표 (H.T)

       크 기  mm   1주   2주  3주  4주

1/4 면(N/B)       100x140 120€  220 300 360

1/2 면(N/B)       200x140 150€  270 360 420

전면광고(안쪽)   200x290 300€  540 720 840

전면광고(백표지) 200x290 400€  720 960        1120

표지광고(1/3면)   200x80 200€  360 480 560

귀사의 중요한 인재를 찾으시나요?
개업, 특별한 행사,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보다 집중적인 광고를 원하신다면
더욱 효과적, 경제적인 
한위클리 헤드라인광고를 이용해보세요
광고문의 : francezone@gmail.com
              TEL: 06 45 02 9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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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114
재불한인업체 주소록

프  랑  스
한  식  당 
주  소  록
프랑스 한식당.식료품점 
(파리250개+지방80개 업소)

구글지도와 연동
https://goo.gl/maps/TsUBcY2YaaqjETW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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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한인업체 
주  소  록

프랑스 한인업체 주소록은
유럽 최대의 한인커뮤니티

프랑스존닷컴에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업체 신규 등록 및 수정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francez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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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 클 리 
신문광고 안내

1단(64x54mm) : 40유로/월

2단(97x54mm) : 60유로/월

3단(198x54mm) : 120유로/월

한위클리는 프랑스존과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 온라인판으로 발행하며, 

매월 특별판을 지면으로 배포합니다

광고 신청 및 문의 

francezone@gmail.com
TEL : 06 45 02 9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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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 비빔밥
잡채 · 떡볶이 · 김밥 
두부김치 · 돼지불백

6 Rue de Port Mahon 
75002 Paris (M)Opéra 

Tel: 01 82 10 49 19

# 함께 응원하며 
   코로나 극복

www.beksejuvillagefr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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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TO Go'가 
있다면,  한글에는 
'GADA'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뛰어가다,,                                  
날아가다,,,
      

이제는 버스타고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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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주불 한국 대사관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지하철 13호선 Varenne 역)
대표전화 : ☎ 01-4753-0101 , 
야간 당직전화 : ☎ 06-8028-5396
대표팩스 : ☎ 01 47 53 00 41
업무시간 : 월-금, 09:30-12:30, 14:00-18:00
여권, 공증 : 월-금 09:30-12:30, 14:00-16:30

영사과
업무시간 : 월 ~ 금, 09:30 ~ 16:30
(A1, A2비자 09:30~12:00 )
행정민원서비스(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부, 병역, 
국적 등), 재외국민보호(사건사고 대응 및 지원, 관
련 법률자문 제공) : 
☎ 01-4753-6995/6682
E-mail : consulat-fr@mofa.go.kr(공증,외교공무
사증,한-프랑스 출입국,가족관계증명서,혼인/이혼
신고,해외이주신고,사건사고 등)                                                  
visa-fr@mofa.go.kr(여권,국적상실,국적이탈,외국국
적불행사서약,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출생신고)
여권 / 국적 / 병역 : ☎ 01-4753-6987
공증 / 각종증명서발급 : ☎ 01-4753-6988
외교공무사증(한-프 출입국) : ☎ 01-4753-6989
사건사고 대응 및 지원 : ☎ 01-4753-6995/6682
동포단체 / 입양동포 관련 : ☎ 01-4753-6979
출생신고 : ☎ 01-4753-6987
혼인 / 이혼 / 사망 신고 : ☎ 01-4753-6989
협의 이혼 : ☎ 01-4753-6979
긴급연락처 (사건사고)
주간 : ☎ 01-4753-6995 / ☎ 06-8095-9347
야간 및 주말 : ☎ 06-8028-5396
정무과 : pol-fr@mofa.go.kr
경제과 : eco-fr@mofa.go.kr
무관부 : anemone75007@mofa.go.kr
교육원 : ambassade-education@mofa.or.kr
☎ 01-4019-6303
http://www.educoree.fr

명예영사

- 파페에테(Papeete) 명예영사
Mme Timeri BAUDRY HART
18 Residence Taapuna, PK 10,500 c/montagne 
Commune de PUNAAUIA TAHITI
BP1915, PUNAAUIA 98703 TAHITI, Polynesie 
francaise (우편)
전화 : +689-8777-1540
이메일 : consulatdeKorea@gmail.com

- 마르세이유(Marseille) 명예영사
명예영사 : M. Alexandre MINIERE
주소 : 13 rue Farges 13008 Marseille, FRANCE
전화 : +33-4-9180-0527 / +33-6-1416-4394
이메일 : consulatcoree.mrs@gmail.com

- 루앙(Rouen) 명예영사
명예영사 : M.Dominique DESAIX
주소 : 18, place du Vieux Marché, 76000 Rouen
전화 : +33-6-8249-8125
이메일 : dominique.desaix@orange.fr

- 생브리오(Saint-Brieuc) 명예영사
명예영사 : M. Jean-Jacques HONG FUAN
주소 : 20, rue de Brest 22000 Saint-Brieuc
전화 : +33-6-7732-1838
이메일 : jeanjacquesfuan@wanadoo.fr

- 모나코(Monaco)명예영사
명예영사 : M. Alain UCARI
주소 : 14, Rue Princesse Marie de Lorraine 
98000 Monaco
전화 : +33-6-4062-6253
이메일 : consul.coree.mc@gmail.com

한국교육원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metro 13호선 Varenne역)
☎ 01-4753-6977 / +33-1-4753-6991
교육원장 : 윤강우
(ambassade-education@mofa.or.kr)
http://www.educoree.fr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주소 : 9G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RER B선, 트람 T3a선 Cité Universitaire역)
☎ 01-4019-6305,06
http://www.maisoncoree.com

파리한국문화원
20 rue la Boétie 75008 Paris, FRANCE
(지하철 9,13 Miromesnil, 9 Saint-Augustin)
대표전화 : ☎ 01-4720-8415 / +33-1-4720-8386
업무시간 : 월-금, 10:00-18:00, 토 14:00-18:00
http://www.coree-culture.org

OECD 한국 대표부  
Délégation Permanente de la Corée auprès de l’OCDE
4, place de la Porte de Passy 75016 Paris, France
대표전화 : ☎ 01-4405-2050
대표팩스 : ☎ 01-4755-8670
대표메일 : kor.oecd1@mofa.go.kr
업무시간 월~금 : 09:00~12:30, 14:30~18:00
긴급연락처
전화 : ☎ 01-4405-2050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
후 ☎ 01-4405-2892
H.P.: ☎ 06-7248-2448(권현진 1등서기관)

유네스코 대표부  
La Délégation Permanent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uprès de l’UNESCO, 
100 Avenue de Suffren 75015, Paris, France
(6éme étage, Bâtiment B),
TEL: ☎ 01-4410-2400
E-mail : dl.coree-rep@unesco-delegations.org
월~금 09:00~12:30, 14:30~18:00 (프랑스 현지 
공휴일 휴무)
긴급연락처
공휴일 및 근무 시간 외 : ☎ 06-6153-6713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GAOK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 01-4753-6976

파리무역관(KOTRA)  
☎ 01.5535.8888 
19, Av. de l'Opéra 75001 Paris
http://www.kotra.or.kr/KBC/paris/

한국 관광공사  
☎ 01.4538.7123
BP 169, Av. du Maine 75755 Paris 
http://french.visitkorea.or.kr/fre

국방과학연구소  
☎ 01 5658 0084
31 av. Duquesne 75007 Paris

한국수력원자력(주)  
☎ 01.4409.7490
42, Av.de la Grande Armee 75017 Pari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 01 4108 60 7 / 07 04617 2424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Europe
☎ 01 42 93 02 83   
seokyeongkil@kocca.kr

●  금융기관

KEB하나은행  
☎ 01.5367.1200 / 01-5367-1215
Fax. +33-1-5367-1234
38~40 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Mon ~ Fri, 09:00 ~ 16:00(local time)
BIC CODE. KOEXFRPP
Email. kebparis@9business.fr

수출입은행  
☎ 01-4953-0405
36, Avenue Hoche 75008 Paris
Mon ~ Fri, 09:00 ~ 18:00(local time)
koreaeximbank36@gmail.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34 avenue des Champs-Elysées, 75008 Paris
☎ 06 3733 3384

●  종합상사

기아자동차 Kia Motors France
☎ 01 46 52 65 37
2, rue des martinets 92500 Rueil Malmaison

금호타이어 Kumho Tire France
99-103 Quai du Président Roosevelt,
92130 Issy-les-Moulineaux
☎ 01 49 39 05 44
Fax: +33 1 49 38 08 95

대우일렉트로닉스 WINIADAEWOO Electronics
☎ 01 4990 9562
165 Avenue du Bois de la Pie 95700 Roissy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France
1 rue Fructidor 93400 Saint - Ouen
☎ 01.4404.7751
www.samsung.com

삼성물산 
☎ 01.4279.2200 
Tour Montparnasse 33, Av. du Marine 75755 Paris

LG 실트론  
☎ 01.4766.8030
24, Av. de la Grande Armee 75017 Paris

LG 전자  LG Electronics France
☎ 01.4989.8882
Paris Nord II – 117 avenue des Nations
BP 59372 Villepinte – 95942 Roissy CDG Cedex
www.lg.com/fr

LG 패션  
☎ 01.4766.8888
24, Av. de la Grande Armee 75017 Paris

LX Pantos
☎ 01 4817 7081
5 Rue du Noyer aux Perdrix, 77170 Servon

르노 삼성차 
☎ 01.7687.2642
67 rue des Bons Raisins 92500 Rueil Malmaison

SK 실트론  SK Siltron Europe Branch
6 Rue du Docteur Finlay 75015 PARIS
☎ 01 47 66 80 31
https://www.sksiltron.com

SK Functional Polymer 
La Défense, Tour Gan, 
16 Pl. de l'Iris, 92400 Courbevoie
www.sk-fp.com

INNOCEAN Worldwide France
155 rue Anatole France 92300 Levallois-Perret
☎ 01 8046 7407
s.piresmartins@innocean.eu
www.innocean.fr

제일기획 
☎ 01 4921 7500
270 av. du Président Wilson 93458 Saint Denis

태평양프랑스 
☎ 01.4470.4040
6~8, rue Caroline 75017 Paris 

아모레퍼시픽 AMOREPACIFIC Europe 
☎ 01 4071 2077 
49/53 Avenue des Champs Elysées 75008 Paris

한국전력기술 프랑스지사  KEPCO
☎ 05 4421 4268
Batiment Henri Poincare 3eme Domain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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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 arbois_Ave_Louis Philibert 13100 Aix en 
Provence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주) 
☎ 01.3016.2141
1/3, rue Pavlov Z.I. des Bruyeres- 78190 Trappe

현대종합상사 
☎ 01.4225.2100
90 av. des Champs Elysées 75008 Paris

현대상선 
☎ 02.3519.7050
2, Av Foch 76600 Le Havre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France
☎ 01.5605.6727 
TOUR NOVA
71 Boulevard National
92250 La Garenne Colombes

한진해운 
☎ 02.3519.8600 
12 cours du CDT Fratacci,76085, Le havre

●  수출입/무역/지사

델리툰  DELITOON
☎ 06 7376 1828
157 Boulevard Macdonald, 75019, Paris
www.delitoon.com

마이도기 프랑스 
☎ 06 2012 5337
aunomdelarosenoire@gmail.com

바디프랜드 Bodyfriend Europe
134 Boulevard Haussmann, 75008 Paris, France 
☎ 01 47.72 05.05
www.bodyfriend.fr

AIF Atlantic Integrated Freight
ZAC Entrée Sud
1, rue Jean Mermoz 95500 GONESSE
☎ 01. 3018. 2652

ARCO S.A.S.
22 rue saint charles 75015 Paris

CLAIR INT'L 
☎ 01 4838 6554
41-43, Rue Commandant Rolland 93350 Le Bourget

CLEAN WOOD PARIS 
☎ 01.4531.3913
10, Rue Louis Vicat 75015 Paris

CNK 
☎ 01.4800.0513
5, Bd. Strasbourg 75010 Paris

C&K International 
☎ 01.4059.9207
60, rue Emeriau 75015 Paris

Corai P&L SAS 
☎ 01.6023.2666 
9, chaussée de Paris BP 47, 77124 VILLENOY

DFM INTERNATIONAL 
☎ 01.5868.2012
100, rue Moliére, Loft-18 94200, Ivry-sur-Seine

ENERTOPIA 
☎ 01.4225.4018
20 Bd. Montmartre 75009 Paris

EUHONG 
☎ 04.7808.7029
8, rond-point du coulouvrier 69410 Champagne

EUROSOS SYSTEM 
☎ 01.3062.6565
4 Rue de Panicale 78320 La Verriere

FC LOGISTIQUE
☎ 01.49.9.8925
10, Av. du Valquiou Bâtiment C3
93290 Tremblay-en-France

HANOLL GTS 
☎ 01.4665.7250
15 Av. du General Leclerc 92340 Bourg La Reine

HSAd 프랑스 지사
25 Quai du Président Paul Doumer 92400 
Courbevoie

ICIA&CO
☎ 07 8284 3860
73 Av. Charles de Gaulle, 95700 Roissy-en-France
www.iciaparis.fr

I.B.F ( Internation Business Freight )
☎ 01 7425 0010
16. AVENUE DE LA PYRAMIDE B.P – 57046 
ROISSY CDG CEDEX
93290 TREMBLAY EN FRANCE
korea@ibf-fr.com
website : www.ibflink.com

INNOBIOSURG OF EUROPE
☎ 04 8109 1701
57 Bd. Marius Vivier Merle, 69003 Lyon

KESCO 
☎ 01 4840 2326
158 rue Diderot 93500 PANTIN

LEENAX 
☎ 01.4469.4010
43 rue de Naples 75008 Paris

L'espace de demain
☎ 06 8053 7551
16, avenue de la Pyramide
CS 57046 Roissy CDG Cedex
93290 TREMBLAY EN France

ME2U France 
☎ 07 72 06 50 73
42 RUE MONGE 75005 PARIS

Océan Bleu Holding
☎ 01 5583 4262
19 Avenue Charles de Gaulle 93240 Stains

OIM France
☎ 01 4044 0691
31 rue du Faubourg Poissonnière  75009 PARIS

OSMOSE INTERNATIONAL 
☎ 01.4246.3304
7 Rue Rougemont 75009 Paris

Ray France 
17 Rue Georges Bizet, 75116 Paris 
☎ 01 4070 1951   
www.rayfrance.fr

SAMIL-LKJ PARIS
 ☎ 09 5313 2094
10 RUE DE MONTMORENCY 75003 PARIS

SUBAK COMPANY
☎ 06 0841 6916
009, 33 Rue la Fayette 75009 Paris
www.subak.trade

TRAIT D'UNION S.A.R.L 
☎ 01.4761.1638
791 Av. du General leclerc 92100 Boulogne 

●  교민언론

프랑스존 / 한위클리  Francezone / Hanweekly
☎ 06 4502 9535

60, rue Emeriau 75015 Paris
francezone@gmail.com
www.francezone.com

파리광장  Placedeparis
☎ 06 0880 4546
placedeparis@naver.com
www.placedeparis.com

한불통신  ACPP
☎  06 5120 3214
28, rue Rosenwald 75015 Paris
paris50kyo@gmail.com
www.korea-press-production.com

유로저널-프랑스지사 
eurojournalfr@gmail.com
www.eknews.net

●  방송/언론사(특파원)

KBS 
☎ 01.4720.8112
6, rue Lincoln 75008 Paris

SBS 
☎ 01.5659.6880 
90, Av. des Champs-Elysées 75008 Paris

MBC 
☎ 01.5375.0987 
142 Av. des Champs-Elysées 75008 Paris

동아일보 
☎ 01.4558.5743
110, Av. Felix Faure 75015 Paris 

서울신문 
☎ 01.4250.6178
10, rue de Vouillé 75015 Paris

연합뉴스 
☎ 01.4647.0978
14 rue de Rémusat 75016 Paris

조선일보 
☎ 01.4637.1910
31 rue edouard nortier 92200 neuilly sur seine

중앙일보 
☎ 01.4571.6738
11, rue de Javel 75015 Paris

●  항공사

대한항공-Paris 
☎ 01.4297.3080
33 Rue La Fayette, 75009 Paris

대한항공-C.D.G 
☎ 01.4862.6161
(14:00-17:00 / 21:30-22:30)
출발안내 : 01 48 62 61 62
도착안내 : 01 48 62 61 63
예약문의 : 00-800-0656-2001

아시아나항공-Paris 
☎ 01.8180.0940
FAX : 33-1-53-43-3396
29 Rue du Colisée 75008 Paris 
파리 공항(CDG)
BAT 1100 AEROGARE 1 CP 27143
 MAUREGARD 95711 ROISSY CDG CEDEX
☎ 01-48-16-66-00
FAX : 33-1-74-25-29-13

●  여행사

골드라인   Goldline
☎ 01 44 90 01 08
9 rue d'Isly 75008 Paris
airgold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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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ldlineparis.com

만트레블    Mantravel
☎ 01 4 279 01 03
16, rue Thérèse 75001 Paris
mantravelparis@gmail.com

시티라인   Cityline
☎ 01 42 56 00 44 
78 Ave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city.line.france@wanadoo.fr
www.citylinefrance.com

한불여행사   Cofrance
☎ 01 43 12 37 47 
17 rue Godot de Mauroy 75009 Paris
contact@cofrance.net
www.cofrance.net

E.P.S 여행사   Entrepariseoul
☎ 01 56 02 60 80 
90 rue de la Victoire 75009 Paris
contact@eparisseoul.fr
www.eparisseoul.com

석세스투어  Success Tours
☎ 01 5810 0202, F : +33 (0)1 5362 1733 
90 RUE VERGNIAUD, 75013 Paris 
encoreparis2@gmail.com

안녕, 프랑스  K-TRAVEL
☎ 09 7044 5044
19 Avenue Charles de Gaulle
93240 STAINS, France
info@ktravel.fr
www.ktravel.fr

투어스토리  TOUR STORY
☎ 01 4019 1940
1 RUE THERESE 75001 PARIS

●  호텔

낙원호텔 
☎ 01 4375 3087 
63, rue Veron 94140 Alfortville

●  미 용 실

라벨 미용실 
☎ 01 47 53 03 36 
54 av. Bosquet 75007 Paris

블루헤어 
☎ 01 40 60 08 64 
22 av. Felix Fauré 75015 Paris 

머리허니 
☎ 01 44 24 82 25
11 rue edouard manet 75013 paris 

윤나 헤어샵 
☎ 01 71 97 87 60
7 rue robert fleury 75015 Paris 

Design 15 
☎ 01 45 33 60 66
15 place du commerce 75015 Paris

●  수출입/무역

마이도기 프랑스 
☎ 06 2012 5337
aunomdelarosenoire@gmail.com

CLAIR INT'L 
☎ 01 4838 6554
41-43, Rue Commandant Rolland 93350 Le Bourget

CLEAN WOOD PARIS 
☎ 01.4531.3913
10, Rue Louis Vicat 75015 Paris

CNK 
☎ 01.4800.0513
5, Bd. Strasbourg 75010 Paris

C&K International 
☎ 01.4059.9207
60, rue Emeriau 75015 Paris

Corai P&L SAS 
☎ 01.6023.2666 
9, chaussée de Paris BP 47, 77124 VILLENOY

DFM INTERNATIONAL 
☎ 01.5868.2012
100, rue Moliére, Loft-18 94200, Ivry-sur-Seine

ENERTOPIA 
☎ 01.4225.4018
20 Bd. Montmartre 75009 Paris

EUHONG 
☎ 04 7808 7029
8, rond-point du coulouvrier 69410 Champagne

EUROSOS SYSTEM 
☎ 01 3062 6565
4 Rue de Panicale 78320 La Verriere

KESCO 
☎ 01 4840 2326
158 rue Diderot 93500 PANTIN

LEENAX 
☎ 01 4469 4010
43 rue de Naples 75008 Paris

OSMOSE INTERNATIONAL 
☎ 01 4246 3304
7 Rue Rougemont 75009 Paris

TRAIT D'UNION S.A.R.L 
☎ 01 4761 1638
791 Av. du General leclerc 92100 Boulogne 
Billancourt

●  기   타

갤러리 89 Galerie 
☎ 06 0880 9933
89 av. daumesnil 75012 Paris

노마드 레지던시 프랑스
6 route de Goderville 76110 Daubeuf Serville
☎ 06 5148 8711

문화공간 한센 
☎ 01 4046 8040
32 Rue Monsieur le Prince 75006 Paris

건축사사무소(이승호)ZI:UM 
☎ 06 7971 8269 
3, rue Charles Beauvais 94380 Bonneuil-sur-Marne 

APM 건축설계사무소 
☎ 06 6180 0464
26, Avenue de Tourville 75007 Paris

다리인테리어디자인 
☎ 01 4770 5906 
19 rue du Fg. Poissonnière 75009 Paris

컨설팅 CERAFIS 
☎ 01 4786 8603
22, Rue d'Arras, 92000 Nanterre

LEES컨설팅 
☎ 06 6157 9124
122 rue de la Tombe Issoire 75014 Paris
 
M&P Consulting 
☎ 06 7974 0282
14 avenue de l'Opéra 75001 Paris

꿈 (한지공예) 
☎ 01 4567 2819  
65, Bd. Garibaldi 75015 Paris

오네뜨파리(포토스튜디오) 
☎ 06 4801 0705 
10 Av. de Champaubert 75015 Paris

파리미키 (안경점) 
☎ 01 4261 7248 
33 Av de l"Opéra 75001 Paris 

KFL (운송.화물.택배) 
☎ 01 4947 4919 
22 RUE GINOUX 75015 PARIS

면세점 KAMS 
☎ 01 4296 0051
6 Av de l"Opera 75001 Paris

PARIS LOOK 
☎ 09 5488 2810 
16, Bd. Haussmann 75009 Paris 

부띠끄 Kim Bernadinn 
☎ 01 4703 0714
20 rue de Saint-Pères 75007 PARIS

문영희 부띠끄 
☎ 01 4272 1259
62 rue Charlot 75003 Paris

우영미  WOOYOUNGMI
20 QUAI DES CELESTINS - 75004 PARIS
☎ 01 4461 1879
paris@wooyoungmi.com

지나  JINA
10, Avenue de Camberwell
 92330, Sceaux, France
☎ 01 4661 6815

심지 SHIMJI 
☎ 01 4272 1001
7 rue du Perche 75003 PARIS

Boutique a.n.a.i.m 
☎ 01 4278 5925
21 rue du pont aux choux 75003 PARIS

민수 부띠끄 
☎ 01 4563 4337 
Forum les Halles Espace Jeune Createur 
Niveau-1

서도인쇄 
☎ 01 4670 0063
3, rue Baudin 9420 Ivry sur Seine

파리미술사연구소
☎ 06-7347-3986 (한미숙)
C3B, 54 rue Emeriau 75015 Paris
https://www.youtube.com/@mi-sukhan6398
mms7han@yahoo.com

●  공 예 품
 
기와 show room 
☎ 01 4362 8022
1, rue de Adrien lejeune 93170 Bagnolet

CJ 
☎ 01 4056 9808 
33, rue de Laos 75015 Paris

Au fil du coeur(명품/엔틱) 
☎ 01 4322 5861

오스모즈 도자기 
☎ 01 4246 3304
7, rue Rougemont 75009 Paris

●  한인교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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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감리교회
☎ 06 6757 9929
17 rue de l'Aver 75015 Paris
nantterre@hanmail.net
http://www.emcp.co.kr

파리 개혁교회 
☎ 06 6907 4776
44 Bd. des Batignolles 750017 Paris

파리 목양장로교회 
☎ 01 4525 0467
17, rue des Petits Hotels 75010 Paris

파리 삼일장로교회 
☎ 06 6006 8338
117, rue de Chateau 92100 Boulogne
www.paris31.org

파리 선한열매교회 
☎ 06 2757 0283
10, rue Greneta 75002 Paris
www.fidelitefr.com

파리 선한장로교회 
☎ 01 7719 4564 
5 rue Roquepine 75008 Paris
www.sonann.net

파리 순복음교회 
☎ 09 8220 5697 / 07 6868 7724 
106 rue de Grenelle 75007 Paris
cafe.daum.net/parisfullgospelch

파리안디옥장로교회 
☎ 01 4687 2351  
27, rue de l'Annonciation 75016 Paris

파리 연합교회 
☎ 09 8145 8441
2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www.parisyeonhap.com

파리 엠마오교회
☎ 06 0177 2753 / 06 4210 3415
12, villa d'Este 75013 Paris
paris-emmaus.webchurch.kr

파리은혜교회 
☎ 01.4207.9552 
20, rue Titon 75011 Paris

파리장로교회 
☎ 01 4898 4443
20, rue Titon 75011 Paris
www.parisjangro.com 

파리제일장로교회 
☎ 01 4520 1857 
6, rue de Quinault 75015 Paris

파리중앙교회 
☎ 09 8171 2478 
17 rue Bayard 75008 paris

파리침례교회 
☎ 01 4282 7281
42, rue de provence 75009 Paris
www.parischurch.com

파리 퐁뇌프장로교회 
☎ 06 2056 4456 
7 rue Auguste Vaquerie 75116 Paris
www.pontneuf.org

모두제자교회 
☎ 01 4665 9840
19 rue de Stalingrad, 94110 Arcueil

그르노블 선한열매교회 
☎ 06 2757 0283
33 Ave. de Vizille, 38000 Grenoble
www.fidelitefr.com

그르노블 한인교회 
☎ 04 7889 5673
17, rue Andre Maginot 38000 Grenoble

낭트선한장로교회   sonann de Nantes
☎ 07 6949 8533
15 bis Place Édouard Normand 44000 Nantes

리용 한인교회 
☎ 04 7889 5673
6, cours de la Libert 69003 Lyon

몽펠리에 예사랑장로교회 
☎ 09 5117 7162
261 av du Biterrois 34080 Montpellier

쁘와띠에 목양 장로교회 
☎ 05 4945 9448
5, rue Ecossais 86000 Poitiers

스트라스부르그 한인연합교회 
☎ 03 8861 2710
1, Place Benjamin ZIX 67000 Strasbourg

예수님의마을 
☎ 03 4446 3566
4, rue de Bois 60690 marseille beauvais

파리천주교회 
☎ 01 4320 3794 
15, rue Boissonnade 75014 Paris

리용 천주교회 
☎ 04.7216.2022
87, rue Tronchet 69003 Lyon

길상사 
☎ 01.6017.3959 
32, rue du Petit Bois 77220 Torcy

원불교 
☎ 01.4546.4295 
6, rue Condorcet 94250 Gentilly

일관도 지인법단 
☎ 01.4536.9134
19, Av. Mirebeau 92340 Bourg la Reine

 ●  한인 의사

박선영 (일반의) 
☎ 01.4474.8375
36 Rue de Wattignies 75012 Paris

신승호 (일반의) 
☎ 01.4631.3670 
51, rue de la porte de Trivaux 92140 Clamart

이미경 (정신심리) 
☎ 01.4842.1607
7, rue Ferdinand Fabre 75015 Paris

장인성 (치과) 
☎ 01 4705 4010 / 06.6788.1914
22 Rue Cler 75007 Paris

●  한인 변호사

김중호 (ARCHE) 
☎ 01.4335.8410
Tour Montparnasse 
33 avenue du Maine 75015 Paris

김지혜 
☎ 01.5856.2700
97, Bd. Malesherbes 75008 Paris

김광혁 (Alérion) 
☎ 01.5856.9700 
5, rue Jean Mermoz, 75008 Paris

신하진 (Willkie Farr) 

☎ 01.5343.4578
21, rue de la Ville l'Europe, 75008, Paris

이 선 
☎ 01.4405.5252
112, av Kleber BP 163 Trocadero 75016 Paris 

이연숙 
☎ 01.6411.3016 
925, route de cannes 06560 Valbonne

이 준 (Ds Avocats) 
☎ 01.5367.5000 
46, rue de Bassano 75008 Paris

이 현 (Mayer Brown Rowe) 
☎ 01.5353.4343
41 av Hoche 75008 Paris

정 다니엘 (Martiano) 
☎ 01.4335.0020
76 rue Falguière, 75015 Paris

조현철 
☎ 01.5305.1600 
5, av Percier 75008 Paris

●  공인 통-번역사

박상희  
☎ 06.2691.5295 / 070.4686.1261 
shpderval@gmail.com

장보윤 
☎ 01.3970.4842
8, Résidence du bord de l'eau 78780 Maurecourt

박무영 
☎ 06.75.41.74.18
41-43, rue des Plantes, 75014 Paris

이안자 
☎ 01.4734.3657
1, rue de Staël 75015 Paris

김미란 
☎ 06.8279.7897 (스트라스부르그)
13, rue Yvan et Clair Goll 67200 Strasbourg

김향아 
☎ 06.8333.0580 (보르도)

이정미 
☎ 06.6308.9223 (몽펠리에)
42 av. des Platanes, 34310 Montady

최지안 
☎ 06.8307.2210 (리용)
29, rue Seguin, 69002 Lyon

●  동 시  통 역 사

양혜경 
☎ 06.6017.6101   
3 rue de siam 75116 Paris

고은경 
☎ 01.4028.1030 
9, rue Mandar 75002 Paris

백혜리 
☎ 06.3290.1499   
92, rue des Etudiants, 92400 Courbevoie

최효선 
☎ 01.4634.0339
6, rue Thénard, 75005 Paris

●  약   국

라데팡스약국 Parapharmacie du RER
RER – Station la Défense 92800 Put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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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67 03 62 58 / 07 57 50 49 88
www.parapharmacie-du-rer.fr/

몽쥬약국   Parapharmacie Monge
1 Place Monge 75005 Paris
☎ 06 22 27 16 74
bebechoi2@gmail.com

발라약국   Parapharmacie Balard
67 rue Balard 75015 Paris
☎ 06 31 99 48 22
paraphavenir7@Gmail.com 

에펠약국   Parapharmacie Eiffel
38 av. de suffren 75015 paris
paracity75015@gmail.com

●  면  세  점

파리룩   Paris Look 
16 boulevard haussman  75009 paris
☎ 06 6450 2586
inhyeong@gmail.com

●  어  학  원

AAA 
☎ 01.4266.6905 
21 rue d'Antin 75002 Paris

CEBP 
☎ 01.5379.1745 
91 Av. d'Italie 75013 Paris

IESIG 
☎ 01.8416.8258 
20-22 rue du Tage 75013 Paris

IPLME 
☎ 01.4530.0229 
7 rue Commandant Leandri 75015 Paris

ISPEM 
☎ 01.4558.2245 
14 rue Felix Faure 75015 Paris

라벨프랑스 
www.labellefrance.tv

●  한  인  회

프랑스한인회(파리) 
☎ 01.4842.1632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

그르노블한인회 
☎ 04.7647.3462
6 place de Metz 38000 Grenoble

디종한인회 
☎ 03 8066 2049
70 , bd. de strasbourg 21000 Dijon

뚤루즈한인회 
☎ 05.6327.6214
660 chemin du Rieutort 82170 Pompignan

리용한인회 
☎ 04.7828.3697
16, rue Lainerie 69005 Lyon

몽펠리에한인회 
☎ 04 6765 7180
43 rue Arnault Peyre 34080 Montpeillier

보르도 한인회 
☎ 06.8266.7396 
4 Rue de Bouliac 33100 Bordeaux
 
스트라스부르그 한인회 
☎ 03.8834.4852

27 Rue de Stosswihr 67100 STRASBOURG

엑상프로방스한인회 
☎ 04.4252.1720
665 avenue Mozart 13100 Aix-en-Provence

●  한  글  학  교

파리 한글학교
☎  07-7782-3765
82 Avenue d'Ivry, 75013 Paris 
(College Gustave Flaubert)
홈페이지 : http://ecolecoree.korean.net
교장 : 강난희(ecoreenneparis@gmail.com)

오페라 한글학교
☎ 01-4282-7281
42 rue du Provence, 75009 Paris
교장 : 이상구(sangkoo2390@gmail.com)

리옹 한글학교
☎ 06-1578-1865
14 place Grandclement, 69100 Villeurbanne
교장 : 민경림(ecolecoreenlyon@gmail.com)

그르노블 한글학교
☎ 06-1315-1721
339, Chemin de l'Eglise, 38420 Murianette
교장 : 김경희(roselyne72@yahoo.com)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
대표전화 +33-6-8890-8214
6 rue des Marguerites, 67400 Illkirch-Graffenstaden
교장 : 오영옥(ecolecoreenne67@gmail.com)

툴루즈 한글학교
☎ 06-6932-0295
10 rue Renadudot, 31100 Toulouse
교장 : 김정미(jeongmi@free.fr)

엑상 프로방스 한글학교
☎ 06-7885-8734
241 Chemin de Saint-Francois, 13710 Fuveau
교장 : 주수영(suyoung.joo@gmail.com)

보르도 한글학교
☎ 06-1616-8646
61, Avenue de Canejan, 33600 Pessac
교장 : 김효성(fleebord@gmail.com)

몽펠리에 한글학교
☎ 06-7273-5250
20 Avenue de la Bouvine, 34400 Saint-Christol
교장 : 이장석(leejangseok84@hanmail.net)

디종 한글학교
☎ 06-8384-1566
70 Bd de Strasbourg, 21000 Dijon
교장 : 노선주(sunjubullynoh@gmail.com)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 06-7962-9089
60, bd Berthelot, 63000 Clermont-Ferrand
교장 : 박선영(purmi_kr@hanmail.net)

낭트 한글학교
☎ 06-2461-6518
28 rue Capitaine Yves Hervouet, 44300 Nantes
교장 : 김희정(ecolecoreenne44@gmail.com)

릴 한글학교
14 Rue de Puebla, 59800 Lille
교장 : 변지영(ecolecoreenne59@gmail.com)

아리솔 한글학교
7 rue Perronet, 75007 Paris
교장 : 김자영(arissol.association@gmail.com)

뚜르 한글학교
교장 : 김다인(xixkdi@naver.com)
숄레 한글학교
33 rue Barjot, 49300 Cholet
교장 : 최주희(ecolecoreennecholet@gmail.com)

블르와 한글학교
8 rue Ferdinand Buisson, 41000 Blois
교장 : 곽연옥(section.coree@hotmail.com)

●  협회/단체

상사협의회 
☎ 01.4279.2200
33, av. du Marine 75755 Paris cedex 15
 
한불친선협회 
☎ 01.4567.1885
14, rue de Oudinot 75007 Paris
 
청년 작가회 
☎ 06.1578.0377

소나무회 
☎ 01.5775.0558
les Arches Bd. Garibaldi 92130 Issy les Mx

에코 드 라 꼬레 
☎ 06.7997.5845 

통역가이드협회 
☎ 06.0336.2511

파리화랑축구단 
☎ 06.2207.6572

풍물패 파리동남풍 
☎ 01.4546.4295 
6 rue condorcet 94250 Gentilly

풍물패 얼쑤 
☎ 06.6391.9229
5, quai blanqui 94140 Alfortvillel 

파리-서울문화교류회 
☎ 01.4335.4528

한국의 뿌리협회 
☎ 01.4320.0687

재불한인골프협회 
☎ 06.0977.0333

재불한인여성회 
☎ 01.4208.3975

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 
☎ 04.7742.0189

재불사회과학회 
☎ 01.4557.0903 

샹쾌이-대구 친선교류 
☎ 06.8855.6184
Mairie de Champcueil 91750 Champcueil

정다운 노래회 
☎ 06.1303.1850 

조선족회 
☎ 06.1345.3984

파리태권도아카데미 
☎ 06.6819.3955

프랑스제과제빵인의 모임 
☎ 06.3418.653
12 rue condorcet 75009 paris

한불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 04.7693.0148 

한불상공회의소(CCICF) 
☎ 01.4878.2964

한불언론인협회 (KFJA) 
☎ 06 4502 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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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근무할 학생인턴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 인원 
    - 안내 및 행정 보조(문화행사 포함) / 2명

2) 근무지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9G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3) 근무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9월 30일 (4개월)

4) 응시 자격  
    - 프랑스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재학생으로 convention de stage 발급이 가능한 자 
    - 프랑스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 결격 사항 : 비자 및 범죄 경력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자

5) 제출 서류 
    - 한국어/프랑스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국어 및 불문본 각 1매. 사진 부착)
    - 2022-2023학년도 프랑스 교육기관 등록증
    - 어학 관련 증명서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제출기한  
    - 2023년5월18일까지 (프랑스 현지 시각 기준)

7) 서류 제출 
    - e-mail 접수 direction@maisondelacoree.org
    - 제목에 ‘학생인턴직 지원 (본인 성명) 명시 요망

8)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이메일 또는 유선) 예정

9) 유의사항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만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 후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연락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데스크 전화번호 : 01 40 19 63 05/06, direction@maisondelacor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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