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 파도가 얼굴 치는 충격" 

클로드 무샤르※가 극찬한 황지우, 김이듬, 심보선, 강정 방불 

 

 

(왼쪽부터) 황지우, 김이듬, 심보선, 강정 시인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오는 6 월 3일(수) 황지우, 김이듬, 심보선, 강정 등 한국의 

대표적 시인들을 초청하여 독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어와 불어 시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채워질 이번 행사는 제 13회 발 드 마른 국제시인비엔날레 '한국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초청된 시인들은 이후 파리 및 파리 근교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시 

낭독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 시인초청행사는 올해 9월에 시작되는 한-불 상호교류 130주년 기념을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에 앞서, 한국 현대사회의 감성을 섬세한 문체로 그려낸 주요 현대시를 프랑스 

문학계에 소개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크다. 동시에 오늘날 발표되고 있는 한국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작가와 독자 간의 문학적, 정신적 교류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로드 무샤르 (Claude Mouchard) : 프랑스 시인 겸 문학평론가, 시 전문지 '포에지(Po&sie) 부편집장 

 

ㅇ 일시 : 2015년 6월 3 일(수), 18h30 

ㅇ 장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ena 75016 Paris 

ㅇ 문의 : 01 4720 8386 / www.coree-culture.org 



 
 

◇ 발드마른 국제시인 비엔날레 (Biennale Internationale des poètes en Val-de-Marne) 
본 비엔날레는 파리시와 발 드 마른시 등 여러 도시에서 8 일 간 개최되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온 시인들과 프랑스 시 애호가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임.  

 프로그램 : www.biennaledespoetes.fr 

 연락처: 01 49 88 00 / biennaledespoetes@biennaledespoetes.fr 

 

⇒ 5월 30일(토), 17h 

< 축제 개막식 - 황지우, 김이듬 시인 시 낭독회 > 

Bibliothèque - Ivry-sur-Seine 

Auditorium Antonin Artaud 

152 avenue Danielle Casanova – Ivry-sur-Seine  

 

⇒ 6월 4일(목), 20h 

< 심보선, 강정 시인 시 낭독회> 

La Guillotine 

24 rue Robespierre, 93100 Montreuil / Tél. : 01 48 70 12 29 

 

⇒ 6월 6일(토), 11h 

< 황지우, 김이듬 시인 시 낭독회 > 

Bibliothéque Romain Rolland 

Rue Albert Giry, Quartier Marcel Cachin, 93230 Romainville / Tél. 01 71 86 60 16 

 

⇒ 6월 6일(토), 19h30 

< 황지우, 김이듬, 심보선, 강정 시인의 음악과 함께하는 시 낭독회> 

Mee – restaurant coréen  

5 rue d’argenteuil, 75001 Paris / tél : 01 42 86 11 85 

 

 

 

http://www.biennaledespoetes.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