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불 문화 교류의 빛나는 ‘세 주역’ 선정
-파리한국영화제, 나윤선, 벤자민 주아노 2013한불문화상 수상-

 한불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혜민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2013년 한불 문화상’ 수상자

로 파리한국영화제, 재즈 가수 나윤선, 문화 인류학자 벤자민 주아노 등을 선정했다. 수상

자에게는 BNP Paribas 후원으로 각각 5000유로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18시30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한불문화상은 두 나라 문화 교류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선정 기

준은 ▲한 해 동안 탁월한 활약 ▲오랜 기간 지속적 활동 ▲향후 큰 공헌 가능성 등이다.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백건우, 출판사 필립 피키에(Philippe Picquier), 브줄아시아 영

화제 등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인 나윤선씨의 미니 콘서트도 개

최할 예정이어서 볼거리가 풍성하다. 

 심사위원회는 파리한국영화제에 대해 “젊은 영화인들이 주축이 돼 2006년 첫발을 내딛은 

뒤 8년 동안 꾸준히 ‘문화수도 파리’에서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

유를 밝혔다. 이 영화제는 매년 50여 편의 장단편 영화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

명 영화인들을 초청하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해마다 관객이 꾸준히 증

가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샹젤리제의 퓌블리시스 씨네마(Publicis Cinema)로 영화제 무대

를 옮겨 유료 관객 1만 여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나윤선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재즈 싱어다. 한국에서 뮤지컬 배우를 거쳐 1995년 유

럽재즈스쿨로 유학, 이후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적 재즈 가수로 발돋움했다. 특히 지

난해 8집 앨범 ‘렌토(Lento)’ 출간 이후 샤틀레 극장에서 공연을 해 호평을 받았다. 이후 프

랑스는 물론 독일 등지의 잇단 초청 공연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눈부시게 한국 문화를 알

려왔다. 프랑스 레제코지는 “오늘날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재즈 싱어는 한국인이다. 그 이

름은 나윤선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벤자민 주아노는 인류학 박사로서 다방면에 걸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서 ‘르 생텍스(Le Saint-Ex)’라는 식당을 열어 프랑스 

음식문화를 한국에 알리는데 앞장 섰다. 또 아리랑TV에 한식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양국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라틀리에 데 카이에(L'Atelier des 

Cahiers)’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박완서, 박이문 등 한국 작가와 작품들을 프랑스에 소

개해왔다.   

 o 기간 : 2014년 5월28일(수) 18시30분 

 o 장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주소 : 2 AVENUE D'IENA 75116 PARIS / 문의전화 : 01 

47 20 85 45(김유민)/ 사이트 : http://www.coree-cultur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