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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프랑스의 해 폐막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창조와 혁신을 모티브

로 한 새로운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여러 행사들 가운데  <르 코르뷔지에>전, <르누아르의 여인>전 그리고 <프렌치 터치>전과 같은 주목할 

만한 전시들과, 서래마을의 프랑스 크리스마스 마켓, 뉘 소노르의 일렉트로닉 콘서트 그리고 의학, 우주,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5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들로 양국 수교 130주년과 양국의 우정을 기념한 2015-

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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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  

< 르 코르뷔지에 > 전 
서울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6년 12월 6일 ~ 2017년 3월 26일

“르 코르뷔지에”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샤를-에두아르 쟈네레-그리는 

1887년 스위스 뇌샤텔 칸톤의 라 쇼드퐁

에서 태어났고 1965년 로크브륀-캅 마르

탱에서 77세에 사망했다. 그는 건축가이

자 도시계획가, 장식가, 화가, 조각가,        

문학가였으며 스위스인으로 태어났지만 

1930년에 프랑스로 귀화했다. 르 코르뷔

지에는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2016년 7월 17일, 유네스코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중 17개를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했다. 이 중 10개는 프랑스

에, 나머지 7개는 3개 대륙에 퍼져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상 처음 공개되는 작품

들을 비롯해 드로잉 250개, 회화 50개,   

조각품 10개, 사진 200개 등 500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안도 다다오, 마리오 보타, 승효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양한    

컨퍼런스를 통해 그들의 작품들과 르 코르

뷔지에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시각예술  

< 프렌치 터치 > 전
서울 | 통의동 보안여관
2016년 12월 7일 ~ 2017년 1월 8일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메이막 아트센터에서 열렸던         

통의동 보안여관의 기획전 <메이드 인 서울 

Made  in Seoul>이 2016년 6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화답하는 교환 전시의 

원칙에 따라, 2016년 12월 7일부터 한 달

간 통의동 보안여관의 신관(Artspace  

Boan1942)과 구관에서 메이막아트센터의 

관장인 카롤린 비시에르가 기획한 특별기획

전 <프렌치 터치 French Touch>가 열린다. 

서울의 근대 역사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는 보안여관에서 프랑스의 젊은 현대   

미술이 가진 독특한 시선의 장을 펼쳐        

보이게 될 이번 전시는 ‘프렌치 터치’라는 

말로 흔히 표현되는 그만의 확고한 세계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프랑스 예술

의 다양한 면모를 담았다.  

 

프랑스적인 정신은 여러 가지 특징이 조합

된 결과로 여기에는 표현의 우아함과 감정

의 절제, 체계적 정신, 이성, 보편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개인주의, 저항정신, 자유      

분방하면서도 억제된 극단주의가 공존한

다.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고집은 특히 

더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해

야 할 것은 프랑스의 이런 정신들이 패션, 

디자인, 현대미술, 음악, 요리 등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창조적인         

예술품도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나 시대에

서 동떨어질 수 없다. 이번 전시에 참가     

하는 작가들은 현재 프랑스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들로 이들이 가진 

주제 의식과 창작 방식은 세계가 인정하는 

프랑스만의 정신, 즉 프렌치 터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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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프랑스-한국 타지에서 

살다”를 기념하기 위한 

라이브 아뜰리에가 개최

된다.

한국 전문 출판사 아뜰리에 데 까이에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출판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와 한국의 작가

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밤을 준비하였다. 

이를 계기로 출간된 <Cahiers de Corée> 

두 권의 기념도서의 주제이기도 한 ‘양국, 

타지에서 살아가는 각자만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더불어 “프랑스-한국 타지에서 살다”라는 

주제로 SNS를 통해 진행된 콩쿠르의         

수상자들도 본 행사에 초대될 예정이다. 

음악, 그림, 글을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행사이자,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을 기

념하는 상징적이고 참여적인 이 행사는    

다시 한 번 양국 교류의 풍성함을 보여줄 

것이다.

  경제와 혁신   

프렌치 테크 세미나 < 오픈 이노베이션 >
서울 | 팁스타운
2016년 12월 8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기업은 혁신    

프로세스를 다각화하고 다양한 환경과     

생태계에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컨셉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본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기업은 

각자의 기업생태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동 세미

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특허 속 빅데이터: 개방형 혁신을 위한 도구

- 대기업 내 개방형 혁신: 세계적인 모범사례

- 한국 내 개방형 혁신, 한국 기업생태계에

서 혁신하는 방법

프렌치 테크 세미나 <오픈 이노베이션>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사

인 르노(Renault)가 후원한다.

  문학

아뜰리에 데 까이에 10주년 기념행사   
서울 |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
2016년 12월 8일 

  경제와 혁신  

프렌치테크 투어 2016
서울 
2016년 12월 8일 ~ 9일

기업이 진출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12월 8일        

리셉션에서는 양국 기업인들과 투자자들

이 향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리셉션은 혁신 분야

에서 한불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의 폐막을 겸하

여 진행된다.

한국 프렌치테크 투어 2016은 주한 프랑

스 대사관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가 주최한다.

2016년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도쿄, 타이페이에서 ICT를 주제로 제 6회 

동아시아 프렌치테크 투어가 개최된다.    

프렌치테크 투어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

인들과 프랑스 IT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불 기업

인들간의 만남은 12월 8일과 9일에 서울

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잠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발된 프랑

스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프렌치테크 투어는 한국의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프랑스의 전문성을 선보이

고, 진입장벽이 높은 한국시장에 프랑스 

FRENCH TECH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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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과학 

한-불 의학 심포지엄
경기도 성남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016년 12월 9일

게르베(Guerbet), 사노피(Sanofi), 비오

메리으(BioMérieux), 입센(Ipsen)이 창립

한 프렌치 헬스케어 얼라이언스 운영위원

회는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의들을 초빙해 

현대 의학의 주요 이슈에 대해 다룬다. 동 

세미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간암의 가장 흔한 형태인 간세포 암종 

- 치료 중 발생하는 감염

본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사인 게르베(Guerbet)가 후원한

다.

  경제와 관광 

프랑스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 | 서래마을 파리 15구 공원
2016년 12월 10일

제 14회 프랑스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2016년 12월 10일 서래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초구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프랑스와 유럽의 전통 요리와 

와인, 공예품이 선보이게 될 예정이며,     

외국인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도 관심

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프랑스인 

협회(ADFE)와 재한프랑스협회(AFC)는 

크리스마스 마켓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자선단체와 반포 4동 구호기관에 기부할 

것으로 밝혔다.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

- 산타클로스 등장

- 프랑스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

- 불우이웃 돕기 복권

- 어린이를 위한 게임

  시각예술

아녜스 데르비 사진전 < #K76-3613 >
서울 | 한미사진미술관
2016년 12월 10일 ~ 2017년 1월 21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인 아녜스      

데르비의 사진전이 처음으로 한국 대중에게 

공개된다. 한국 프랑스 입양 출신인 아녜스 

데르비는 아이들을 입양보내는 어머니들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 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70 ~ 80년대의 한국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

서 진행되는 만큼 작가에게도 매우 개인적인 

프로젝트이다. 자신을 길러준 프랑스          

아버지의 노년을 기록한 작품들도 소개된다.

“부모님 알 수 없음”, 2013년 7월 ⓒ아녜스 데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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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관광    

한불상공회의소 갈라 디너
< ImpressIve NormaNdy >
서울 | 그랜드 하얏트 서울
2016년 12월 10일

한불상공회의소는 2016년 12월 1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연례 행사인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올해 갈라 디너에서는 ‘감동과 혁신의        

도시 노르망디 (Impressive Normandy)’

를 소개한다. 노르망디는 프랑스 문화의 

요람이자 인상주의 예술가의 고향, 프랑스

의 경제적 역동성과 혁신의 중심이기도 하

다.

27회를 맞이한 이번 한불상공회의소 갈라 

디너를 통해 요리와 문화, 인상주의, 경제, 

혁신 등 노르망디의 다양한 매력이 소개될 

것이다.

본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 및 제휴 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

된다.

  경제와 과학 

한-불 우주 포럼 
서울 | 서울 신라호텔
2016년 12월 12일

한국과 프랑스는 우주산업의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주 탐사, 연구, 

응용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5년 간 한국은 우주강국으로 거듭

났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우주산업 및 

관련 서비스 기업들과 한국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강력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CNES)

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2015년 

11월 4일의 한불정상회담에서 우주산업

협력강화협약을 맺어 우주산업에서 양국

의 협력을 확인한 바 있다.

금번 한-불 고위급 우주세미나에서는 양국 

간의 우주산업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부처 및 기관, 

민간기업, 우주산업 관련 경제, 교육, 연구 

등에 종사하는 약 백여 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동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사인 아리안스페이스(Ariane-

space)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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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크레아티브 프랑스, < 교보인문학석강 > 

스테판 이스라엘 강연회
서울 |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교보컨벤션홀
2016년 12월 13일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대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금번 크레아티브 프랑스            

<교보인문학석강>은 아리안스페이스의 

스테판 이스라엘 사장을 초청해 우주개발

에서 아리안스페이스의 역할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산업 현황 및 이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주체들과 새로운 경제모델, 신기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우선과제 등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아리안6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럽이 우주산업에서 한국과

의 협력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안

을 논의한다. 또한,인간관계와 협력과 지

식의 도구로서의 ‘우주’에 대해 다룰 것이

다.스테판 이스라엘 © 아리안스페이스 / 레아 크레스피  사진

  문화

FrancE-coréE-graphiE
서울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6년 12월 13일

한국과 프랑스 아티스트들이 협업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

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여 명의 모델들이 흰 옷을 입고 등장해 

예술가들이 번갈아 가며 색을 입히는 퍼포

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 공연은 두 문화의 융합이 얼마나 대단

하고 특이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예술가들과 관객들의 근접성과 일체성이 

이번 공연을 더욱 기억에 남도록 할 것이

다.

본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 및 제휴 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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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혁신 

패션 - 리빙 < 프렌치 터치 > 행사
서울 |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
2016년 12월 15일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Bpifrance가 선발한 

14개 프랑스 패션과 리빙 업체가 한국       

시장과 최신 동향을 살피러 온다.

대표단은 매장들을 방문하고 잠재적          

파트너들을 만나 한국에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프랑스 대표단이 최고의 한국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건축가들과 교류하는 기회

를 제공할 것이며 한-불 협력의 바탕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

Suites (extraits) pour orchestre des Indes 

Galantes de Jean-Philippe Rameau

쟝 필립 라모 – 우아한 인도

Suite «Holberg» d’Edvard Grieg

그리그 – 홀베르그 모음곡

Symphonie No29 en la majeur K201 

d’Amadeus Mozart

모차르트 – 교향곡 29번 A장조. K.201

Concerto pour violon en la mineur 

BWV1041 de Jean-Sébastien Bach

바흐 –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BWV 1041

  고전 음악

프랑스 삭쎌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서울 | 인천 엘림아트센터
2016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2016년 12월 16일 인천 엘림 아트센터   

에서 개최될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프로그램 엘림 아트센터 개관 기념 음악회

는 삭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다.

2013년 음악감독겸 지휘자, 삐에르 드빌

(Pierre Deville)이 창립한 삭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파리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하는 최고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

라로, 삭쎌 태생인 세계적인 프랑스 여류        

작곡자 멜보니 (Mel Bonis, 1858-1937) 

의 현대 창작곡을 해설과 함께 소개한다. 

이미 2015년 5월 삭쎌시에서 개최 되었던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정 공연에서 

한국 태생 여류 작곡가 김세정의 창작곡    

세계초연으로 많은 관객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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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 혁신   

유러피언 랩
서울 | 문화역서울 284 - RTO
2016년 12월 16일 ~ 17일

유러피언 랩(European Lab)은 아티 파티

(Arty Farty)가 2011년에 뉘 소노르(Nuits 

Sonores) 페스티벌의 하나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만든 행사이다. 유러피언 랩

은 콘퍼런스, 토론, 다큐멘터리 상영, 시민

운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발표와 토론, 한국과 프랑스 예술가와      

기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유러피언 랩>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기존 질서를 무너트린 

뒤 창조 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창조경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이다.

 

2개의 라운드 테이블이 오후 4시부터 8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예술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가?

- 도심에서의 로테크와 하이테크: 기계      

뒤에는 여전히 사람이 존재하는가?

라운드 테이블 이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뉘 소노르 행사의 개막행사가 이어진

다.

무료 입장

본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 및 제휴 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

된다.

  대중 음악

뉘 소노르  
서울 | 문화역서울 284 - RTO, Pistil, Cakeshop, Faust, Venue, The Stump, Mystik 
2016년 12월 16일 ~ 17일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맞이하여, 뉘 소노르

(Nuits Sonores)가 이틀간 서울에 상륙한다. 

뉘 소노르는 2016년 5월 리옹에서 20여 

개의 그룹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뉘 소노르는 2003년 리옹에서 생겨난      

문화적, 예술적, 도시 실험이다. 뉘 소노르

는 아이디어와 예술 프로젝트, 문화 운동

의 교차로 역할을 맡으면서 15년 째 독립

적인 일렉트로닉, 디지털 현대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뉘 소노르는 사상가와        

개척가, 미래의 예술가들을 지지하며 혁신

과 새로움을 추구한다. 

서울 뉘 소노르의 프로그램은 2일간 진행

되며 다음 작가들의 공연과 콜라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PDLX (서울), Sacha 

Mambo (리옹), Lee Banon (뉴욕) Amy 

Becker (런던), Pablo Valentino (리옹), 

Cosmic Neman & Etienne Jaumet            

(파리), Marcus L (서울), WeDance            

(서울), Turzi (베르사유) Yamagata 

Tweakster (서울), Cheveu (파리), 

Zombie Zombie (파리), Unjin (서울), 

Bambounou (파리).

본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후원 및 제휴 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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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 르누아르의 여인 > 전 
서울 | 서울시립미술관
2016년 12월 16일 ~ 2017년 3월 26일

2009년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르누아르 전시회인 <르누아르의 여인>전은 

한국 관객들이 르누아르만의 빛과 색상의 

향연, 붓 터치를 통해 여성 인물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전시회에는 미국과 멕시코, 이스라엘, 

유럽 등지에서 개인 또는 국가가 소장하고 

있던 60여 개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으며 

르누아르의 화상이었던 뒤랑-뤼엘의 후손의 

개인 컬렉션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시각예술  

니콜라 셰페르의  조각상 
< Lux 10 4 > 개막식
부산 | 수영 강변
2016년 12월 17일

니콜라 셰페르는 1912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1992년 파리에서 사망한 헝가리 

출신 프랑스 조각가이자 조형예술가이다. 

오늘날 인터렉티브 아트라고 불리는 시네

틱 아트와 사이버네틱 아트를 대표하는    

예술가이며 미술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작품을 만들어냈다.

건축과 도시계획을 통해 그는 자신의 연구를 

실현하고 1955년에 “토탈 아트”를 만들어

낸다.

그의 가족과 부산시에서 기획한 이번 작품

을 통해 부산 주민들은 니콜라 셰페르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라페루즈 < 세계일주 항해기 > 
한국어판 출간
부산 | 국립해양박물관
2016년 12월 17일

6월 중순,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산타크

루즈 제도 부근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실종 

10년 후, 밀레-뮈로 남작은 라페루즈가      

항해 중 보낸 서신을 바탕으로 해도를 작성

했다. 동 행사는 라페루즈 <세계일주           

항해기> 한국어판 출간을 축하하는 행사 

외에도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퍼런스도 개최될 예정이다.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라페루즈 

(1741-1788)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

의 명령을 받고 세계일주를 떠났다. 라페

루즈는 브레스트에서 출발해 남아메리카 

케이프 혼, 이스터 섬,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를 거쳐 마카오와 마닐라, 한국의        

동해, 일본의 홋카이도섬을 방문했다.       

그러나 라페루즈가 이끄는 탐험대는 17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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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 

< KOREA ON/OFF > 사진전
부산 | 고은사진미술관
2016년 12월 17일 ~ 2017년 2월 22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기획된 공동 작업인 <KOREA ON/

OFF>는 2년에 걸쳐 한국 전역에서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로 구성된 열두 개의 이야기

의 모음집이다. 공동화법의 새로운 형식을 

만든 전례 없는 이 프로젝트는 시정(詩情)

과 참여, 개성과 공유, 확신과 불균형 등   

공동체의 특성을 구축하는 요소들을 주제

로 다룬다. 태극기를 구성하는 역경(易經

Yi-King)과 음양(陰陽 Yin-yang)의 상징

물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회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폐막식 행사로        

열린 파리 국제예술공동체의 갤러리의     

전시를 이어간다.  

©Flore-Aël Surun/Tendance Floue

  시각예술

요세프 쿠델카 사진전 < 집시 > 
서울 | 한미사진미술관
2016년 12월 17일 ~ 2017년 4월 15일

본 전시는 체코 출신 사진작가 요세프        

쿠델카가 집시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 109

점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1962년과 1971

년 사이에 쿠델카는 현재 보헤미아,             

모라비아,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집시들의 삶

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독특한 관점의 흑백사진들은 우리에게     

신기한 울림을 가져다 준다. 그는 여성과 

남성, 아이들의 초상을 통해 우리에게        

웃음과 고통, 음악과 침묵, 삶과 죽음을     

보여준다. 황량하고 어두운 배경 속에서 

사진작가의 시선은 타자와 타지를 향하고 

그의 작품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성을        

담아낸다.

슬로바키아, 1967 ⓒ요세프 쿠델카/매그넘 포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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