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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대회장: (한국)하효선, (프랑스)남민주 

예술감독: 심은록 

고문: 서익진 

추진위원장: 김해 

준비위원장: 유성일 

 

주최/주관 

ACC프로젝트 (한국) 

TOV 미술협회 (프랑스) 

 

후원  

에스빠스 리좀(창원) 

쉼박물관(서울) 

소나무작가협회(한국, 프랑스) 

BK+21(Brain Korea 21 Plus 중앙대학교) 

한위클리(파리) 

한불통신사(파리) 

TK-21 LaRevue(파리) 

 

INFO 

paf2018paris@gmail.com 

https://www.paf2018.com 

FACEBOOK : PAF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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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행사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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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Phil Art Festival!  4대륙의 축제 

현대 미술계에 정신나도록 Paf, paf! (철썩!) 
 

PAF(Phil Art Festival)는 ‘예술’(Art)을 사랑하고 즐기는(Phil) 사람들의 페스티벌(예술감독 

심은록 SIM Eunlog)이다. 불어로 “PAF!”하면 의성어로 정신 나게 ‘철썩’때리거나 충격을 

주는 것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선함과 아이디어로 ‘철썩’, 느낌의 

충격을 주자는 것이기도 하다. PAF 는 프랑스의 가장 큰 미술축제인 FIAC 이 개최되는 

기간에 유서 깊은 바스티유 디자인 센터에서 10 월 17 일(수)부터 20 일(토)까지 개최된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작가들 70 여명의 작품이 아래와 같이 

펼쳐지며, 서양화, 동양화(서예), 미디어 아트, 사진, 설치, 조각, 등 모든 종류의 예술이 

교류한다.  

 

1 층에는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작가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미디어 아트로 높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앙대의 Unzi KIM (김형기) 교수와 그 연구팀(10 여명 한국작가와 

중국작가로 구성된)이 미디어 아트로 새로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2 층에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교류전으로 한국 동양화(서예, 현대동양화)의 리더인 소헌 

정도준과 2017 년 퐁피두와 세르누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한 이응노 등의 작품을 

비롯하여, 서양화의 듀방 로페즈 예페스, 남관, 문신 등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펼쳐진다. 가장 중요한 한국작가협회 중의 하나인 소나무 재불작가협회의 작가(권순철 

외)들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재능있는 꿈많은 장애작가를 초대한 개인전도 이곳에서 

펼쳐진다.  

 

지하에는 4 대륙의 작가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설치 작품 및 퍼포먼스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관객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 명상하거나 작품 밖에서 유희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보이스 (Beuys)의 보이스(voice)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미니크 

키플렌의 설치 작품, 진유영 작가의 벽면 작업 등은 압도적인 동시에 소소한 재미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한 설치와 어우러지는 ‘우리는 10 명 그러나 하나’와 

‘우리는 20 명 그러나 하나’라는 기획 작품은 다양한 성격의 작가들 10 명과 20 명의 

작품이 한 작품처럼 펼쳐지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설치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정신을 새로움으로 ‘철썩!’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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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F 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현대 미술계와 반대로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추구하며 해마다 기존의 아트페어나 페스티벌과는 조금씩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해마다 '유예청년작가상'을 수상 (‘유예’는 ‘예술에서 노니다’라는 의미)하고 

수상자에게는 쉼박물관(서울, 평창동)에서 전시 혜택과 리좀 국제 레지던스(창원)에서 

레지던스(항공료 등 제공)와 전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진작가들을 발굴, 양성해 

내고, 판매이익금 사회 환원, 장애인 작가 초대 개인전 마련, 축제기간 동안 참여 작가와 

관객과의 적극적 교류뿐 만 아니라 도시와 현대미술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작가와 관객들이 파리와 예술을 즐기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할 것이다.  

 

PAF 는 프랑스와 한국에서 맹렬한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는 ACC(Art & Cinema 

Communication)프로젝트 (대표 하효선, PAF 대회장 (한국), 에스빠스 리좀 운영자)와 TAA 

(Tov Art Association) (대표 남민주, PAF 대회장 (프랑스), 쉼박물관 관장)의 주최, 주관 

하에 소수 작가의 도움과 한, 불 매체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3 년 연속 프로그래밍으로 

지속적인 준비와 다양한 연계를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접근에 도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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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 (70 여명) 

 

게르하르트 바르트쉬(독일) Gerhard BARTSCH(Allemagne) 

구수담(한국) SU DAM KU(Corée du Sud) 

권순철(한국) KWON Sun-Cheol(Corée du Sud) 

권신애(한국) Kwon sin aie(Corée du Sud) 

김상란(프랑스) KIM Sang Lan(France) 

김순주(한국) Kim soon ju(Corée du Sud) 

김승호(한국) KIM Seung Ho(Corée du Sud) 

김정모(한국) KIM Jung Mo(Corée du Sud) 

김정좌(한국) Kim jeong jwa(Corée du Sud) 

김지희(한국) Ji Hee Kim(Corée du Sud) 

김진아(한국) Kim jina(Corée du Sud) 

김형기(한국) Unzi KIM(Corée du Sud) 

남(한국) NAM(Corée du Sud) 

남관(한국) NAM Kwan(Corée du Sud) 

노은님(독일) Eun-Nim NOH(Allemagne) 

노정기(한국) LU JINGQI(Corée du Sud) 

니꿀린 베르게르(남아프라카공화국) Nicolene BERGER(Republic of South Africa) 

도미닉 키플란(프랑스) Dominique Kippelen(France) 

듀방 로뻬즈 예뻬스(콜롬비아) DUVAN Lopez Yepes(Colombie) 

마르시알 베르디에(프랑스) Martial VERDIER(France) 

마적(중국) MA DI(Chine) 

마천합(중국) MATIANHE(Chine) 

문승현(한국) Sunghyun MOON(Corée du Sud) 

문신(한국) MOON Shin(Corée du Sud) 

박은숙(한국) Park eun sook(Corée du Sud) 

박인경(프랑스) PARK In-kyung(France) 

박정자(프랑스) Pak Chong- Ja (Il Bong Leverrier)(France) 

방빈주(중국) Fang Binzhou(Chine) 

백남준(한국) Namjune PAIK(Corée du Sud) 

비르지니 로케티(프랑스) Virginie ROCHETTI(France) 

샹딸 비르(프랑스) Chantal BIR(France) 

세골렌 페로(프랑스) Ségolène Perrot(France) 

손석(한국) SON Seuk(Corée du Sud) 

수이쿤(중국) SUI KUN(Chine) 

안진의(한국) Ahn Jinee(Corée du Sud) 

엽천(중국) YE Qian(Chine) 

요셉 보이스(독일) Joseph beuys(Allemagne) 

유리디스 듀플라이(룩셈부르크) Eurydice DUPLAY(Luxembourg) 

유벅(한국) YU Buck (Corée du S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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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한국) LEE SANG HWI(Corée du Sud) 

이융세(프랑스) LEE Yung-See(France) 

이응노(프랑스) LEE Ungno(France) 

이주희(한국) Lee ju hee(Corée du Sud) 

이지숙(한국) Lee Ji sook(Corée du Sud) 

정도준(한국) JUNG Do Jun(Corée du Sud) 

정창기(한국) ChangKi Chung(Corée du Sud) 

정해진(한국) Jeong Hae Jin(Corée du Sud) 

주연(중국) ZHU RAN(Chine) 

진가상(중국) CHEN JIAXIANG(Chine) 

진유영(한국) yu yeung Tchine(Corée du Sud) 

최성숙(한국) CHOI Sung Sook(Corée du Sud) 

크리스틴 까두르(프랑스) Christine CADOUR(France) 

한홍수(한국) HAN Hongsu(Corée du Sud) 

현정아(한국) Hyun Jung a(Corée du Sud) 

호망 꼬뀌부스(프랑스) Romain COQUIBUS(France) 

홍일화(한국) Hong Il Hwa(Corée du Sud) 

 

 

‘우리는 10명 그러나 하나’ 

‘우리는 20명 그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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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모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로 보도를 위한 용도로 11월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의 고화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https://www.paf2018.com/의 press항목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5대륙의 얼굴을 위하여(동, 서양의 만남)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60회 생일기념 회고록 음성녹음 

카세트 테이프, 1971  

 

권순철(Kwun Sun Cheol) 

홀로코스트, oil on canvas, 240x200cm,  

2006, 

 

듀방 로페즈 예빼스 (DUVAN Lopez Yepes) 

평화를 위한 의자, Besalú, 스페인 

 

문신(Moon Shin) 

채화, 종이에 먹, 동양화 채색,  

26X17cm,, 1987, 

 

남관(NAM Kwan),  

무제, 유화 아크릴, 72X90, 1977 

 

노은님(EunNim Noh) 

붓 가는대로 마음 가는대로, 아크릴페인팅,  

70X1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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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준(Jung Do jun) 

유예, 삼베에 먹, 185x310cm, 2005 

 

안진의(AHN Jinee) 

꽃의 시간, 장지에 색채, 혼합재료, 45x53cm,   

2018 

 

김상란(KIM SANG LAN) 

흑색의 매직(MAGIE NOIRE), 가변설치, 한지, 2015 

 

 

손석(SON SEOK) 

기다림(L’ATTENTE), 2MX2M, 미디어 믹스트, 

2010 

 

한홍수(HAN Hong Su) 

skull, 2018, 캔버스에 오일, 162x130cm 

 

홍일화(Hong Il Hwa) 

마담. 162x130cm, 캔버스에 오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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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남준과 Lab 'DATA+'를 위하여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Namjune PAIK) 

진화, 혁명, 해결, 리토그라피 

 
백남준(Namjune PAIK) 

진화, 혁명, 해결, 리토그라피 

 
김형기(unzi, KIM) 

LCD, Water Mask, 30x22cm, 2018 

  

 

 
이상휘(LEE SANG HWI) 

유기체_프로젝션 맵핑, 가변크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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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을 위하여 (청년작가들) 

 

 
호망 꼬뀌부스(Romain Coquibus) 

탐험가(Les Explorateurs) 

 
김정모(KIM JUNG MO) 

백소상 魄塑 

목재 등 혼합재료, 25cm x 143cm, 2018 

 
샹딸 비르(Chantal BIR) 

조각난 가슴 (COEUR MORCELE), 80X80 HUILE 

 

문승현(Sunghyun MOON) 

이미지의 구속 (Redemption of image) 종이에 

수채화, 54x78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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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자를 위하여 

 

 

 
진유영(yu yeung Tchine),  

걷는 사람( Marcheur) 1-0609, 두폭그림,  

사진 색연필 출력 캔버스에 배접, 150X300cm, 

 
도미닉 키플란(Kippelen Dominique) 

«대도시의 지형도» 병역 기금 센터, 

패서 디나 /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나의 유목민 및 참여 프로젝트 - 

3 건의 설치, 2018 

 
유벅(Yu Buck) 

JULIEN (1), 석고, 유인액, 벌레, 가변크기, 2018, 

 
마르시알 베르디에(Martial Verdier) 

초상화 « 3.15의거 상징 인물들 15인 » 

중 ‘라 빠시오나리아(La Passionaria)’, 3

색 사진, 디지털 인쇄 한정판, 54 x 65 

cm, 2018, 

 
게르하르트 바르트쉬(Gerhard Bartsch) 

오디세우스 여행(Odysseus Travelling),  

컬러펜슬, 72X110, 2017 

 
유리디스 듀플라이(Eurydice Duplay) 

독일 통일(Unification Allem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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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ACC 프로젝트 (한국) 

 
TOV 미술협회 (프랑스) 

   

후원  
에스빠스 리좀 (한국) 

 

 
쉼박물관 (한국) 

 
 

BK+21 (Brain Korea 21 Plus 중앙대학교) 

 

 
소나무 작가 협회(한국, 프랑스) 

 
 한위클리 (프랑스) 

 
 

한불통신사 (프랑스) 

 

 
TK-21 LaRevue (프랑스) 

 

http://www.sonamou.com/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