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회 한국문화강연회시리즈 2 탄 

‘프랑스 내 한국학 연구’ 
 

  
이진명 교수 마크오랑주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19 세기 초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도착한 

모방(Maubant)신부를 비롯한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들이 본국에 써 보낸 글에서 비롯 

되었다. 동세기 후반 <한불 자젼>, <한국어 문법>등의 출판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은 오늘날 예술,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 되었고, 한국어 

또한 그 관심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관심이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어-문화 

교육과 한국 연구의 본격적인 틀이 만들어진 것은 1950 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한국어-문화 전공 학생수와 더불어 한국학을 전적으로 하는 교수- 

연구원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몇 년 전부터 불어온 한류의 바람에 힘입어 프랑스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고 있으며, 그 수가 중국어, 

일본어를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보다 많다. 한국문학작품들이 활발하게 불어로 번역, 

출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학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불어로 번역되어 프랑스에 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은 

300 여권에 이른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동 현상을 바탕으로 프랑스 내 한국학 연구의 

대표적인 석학, 마크오랑주 전 한국학연구소 소장과 이진명 명예교수를 초청, 오는 3 월 

26 일(수) 프랑스 내 한국학 연구의 역사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ㅇ 일시 : 2014 년 3 월 26 일 (수요일), 18 시 30 

ㅇ 장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ena 75016 Paris / 01 4720 8386 

ㅇ 강연자 : 마크 오랑주 (전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진명(역사학자, 리옹 

3 대학 명예교수) 
 

 

한국문화강연회 시리즈 프로그램 

 

◈ 4월 2일, 18시 30분 

<아리랑의 발견> / 한유미 (번역가, 한국어 교수), Hervé PEJAUDIER (작가, 번역가) 

 

◈ 4월 9일, 18시 30분 

<‘기독교와 유교의 만남>/ Pierre-Emmanuel ROUX (독일 루르대학 초빙 연구원) 

 

◈ 4월 23일, 18시 30분 

<한국 도자의 특징> / Dauphine SCALBERT (도예가) 

 

◈ 4월 30일, 18시 30분 

< 프랑스인에게 한국드라마의 의미 : 특징과 성공이유 > / Olivier LEHMANN (기자) 

 

◈ 5월 14일, 18시 30분 

<이우환 화백의 작품세계>/ Okyang CHAE-DUPORGE (미술사학가, 라로쉘 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