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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 부부,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2012년 06월 07일 (목) 이효선  hyosun@joongboo.com

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6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여수세계박람회 모나코관 참관을 계기로 국빈 방문한 알베르 2세는 이날 전곡선사박물관과 전곡리

유적 일대를 둘러보고 발굴 현장을 참관했다.  

알베르 2세는 선사고고학에 조예가 깊었던 조부 알베르 1세의 유업을 계승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베르 1세는 1910년에 프랑스의 고인류연구소(IPH)를 세우고 브뤠이의 동

굴벽화조사와 간행을 지원했다. 모나코 공국은 현재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재단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알베르 2세는 선사학 분야에 고인류연구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연구자 1인에게 매년 아버지

의 이름을 딴 ‘레이니에 3세 연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 또한 전곡선사박물관과 각별한 관

계에 있는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이사장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인 앙리 드 룸리 교수의 추천으로 이뤄

졌다.  

이효선기자/hyos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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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선사박물관 찾은 모나코 국왕

2012년 06월 07일 (목)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 6일 오전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한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전시관의 유물을 주의깊게 둘러보고 있
다. 알베르 2세 국왕은 1910년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PH)를 세우고 브뤠이 동굴벽화조사 및 간행을 지원하는 등 
선사고고학에 조예가 깊었던 조부 알베르 1세의 유업을 계승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
인류연구소 재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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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의 특별한 외출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모나코 알베르 2세 국왕이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 

위치한 전곡선사유적지를 방문해 구석기 유적 발굴현장과 전곡선사박물관을 관람

한 뒤, 페르노리카 코리아 '페리에 주에'가 후원하는 공식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 관장,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앙리 

드 룸리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소장. (사진=페르노리카 코리아 제공) 

 

photo@newsis.com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4539972

 

   

 |  기사입력 2012-06-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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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관심’ 모나코 국왕 전곡선사박물관 관람

2012년 06월 07일 (목)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전곡선사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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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 알버트 2세(Prince Albert II)대공이 6일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중에는 전곡선사박물관과 전곡리유적 일대를 둘러보고 발굴 현장도 참관했다. 

 

여수 엑스포 모나코관 참관을 계기로 내한한 알베르 2세는 고고학 특히 선사고고학 분야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석기유적인 전곡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선사고고학에 조예가 깊었던 조부 알베르 1세의 유업을 계승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있으며, 고

고학계에 대한 지원 또한 많이 하고 있다. 

 

알베르 1세는 1910년에 프랑스의 고인류연구소(IPH)를 세웠으며, 브뤠이의 동굴벽화조사와 간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모나코 공국은 지금도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재단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알베르 2세가 전곡선사박물관을 찾는 것은 전곡리가 한국 선사학 연구의 발전과 한-불 공동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곡선사박물관의 건축설계와 박물관의 메인 전시물인 극사실 

고인류 복원모형들과 같이 전곡선사박물관이 한-불 협력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

▲ 도서헌정식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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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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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 “전곡선사박물관 구경 왔어요”
2012년 06월 07일 (목) 백미혜 기자  bmh@kihoilbo.co.kr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Albert Ⅱ)가 6일 오후 1

시 여수세계엑스포 관람을 마치고 전곡선사박물

관을 방문했다. 

 

이날 박물관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문화

재단 엄기영 대표이사,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등이 함께했다. 

 

알베르 2세는 이날 박물관과 전곡리 유적지를 관

람하고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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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전곡리 선사유적지 방문
2012년 06월 07일 (목) 이동화  itimes21@itimes.co.kr

 

유명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의 아들로 잘 알려진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Prince 

Albert II)대공이 6일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여수 엑스포 모나코관 참관하기 위해 내한한 알베르 2세는 이날 고고학 특히 선사고고학 분야에 관

심이 많아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석기 유적인 선사박물관과 유적지 등을 둘러봤다. 

 

선사고고학에 조예가 깊었던 조부 알베르 1세의 유업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 또한 많이 

하고 있다. 알베르 1세는 1910년에 프랑스의 고인류연구소(IPH)를 세웠으며, 브뤠이의 동굴벽화조

사와 간행을 지원했다. 

 

모나코 공국은 지금도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재단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또 알베르 2세는 선사학 분야에 고인류연구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연구자 한사람에게 해마다 아

버지의 이름을 딴 '레이니에 3세 연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 또한 전곡선사박물관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이사장이자 저명한 고

고학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교수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알베르 2세가 전곡선사박물관을 찾는 것은 전곡리가 한국 선사학 연구의 발전과 한-불 공동연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곡선사박물관의 건축설계와 박물관의 메인 전시물인 극

사실 고인류 복원모형들과 같이 전곡선사박물관이 한-불 협력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알려졌다.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은 지난해 4월 개관 경기북부의 문화거점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번 알베르2세의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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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전곡리 선사유적지 방문 

박철중 입력: 2012.06.06 13:21:28 

 

모나코 알베르 2세 국왕(가운데)이 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방문하여, 구

석기 시대 유적 발굴현장과 전곡선사박물관 등을 관람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배기동 전곡선사

박물관 관장,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앙리 드 룸리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소장. 한편, 세계적

인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그룹은 모나코 국왕과 프랑스 고인류연구소의 유적조사 활동을 지속적

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6.6 뉴스1/페르노리카 코리아 제공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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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석기 선사유적 발굴을 후원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모나코 알베르 2세 국왕은 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

적지를 방문해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현장과 전곡선사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알베르 2세는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후원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 유

적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2.6.6 

 

phot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중기청, 영세소매업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종합)  

 

☞가수 김장훈 '포격 상처' 연평도 주민 위로 공연  

 

☞<이해찬, 생방송 인터뷰 중 전화 끊어>(종합)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 지상파서 못볼듯  

 

☞LG생건, 10대 전용 '무스 비비크림' 출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  기사입력 2012-06-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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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63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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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석기 선사유적 발굴을 후원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모나코 알베르 2세 국왕은 6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

적지를 방문해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현장과 전곡선사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알베르 2세는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후원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 유

적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2.6.6 

 

phot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중기청, 영세소매업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종합)  

 

☞가수 김장훈 '포격 상처' 연평도 주민 위로 공연  

 

☞<이해찬, 생방송 인터뷰 중 전화 끊어>(종합)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 지상파서 못볼듯  

 

☞LG생건, 10대 전용 '무스 비비크림' 출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  기사입력 2012-06-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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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63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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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I] 모나코 국왕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입력 : 2012.06.05 22:39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모나코 국왕 알

베르 2세(54)가 6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한다. 

 

알베르 2세는 이날 전곡선사박물관 근처의 구석기 유적 발굴현장을 

방문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또 전곡선사박물

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기념식수를 할 예정이다. 

 

알베르 2세의 방문은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

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의 요청으로 성

사됐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

연구소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고고학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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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뉴스 > 경기 > 지역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 오늘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2012년 06월 06일 (수) 

스무살 연하의 수영 국가대표선수 출신과 세계의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던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6일 경기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한다고 경기도는 5일 밝혔다.  

여수세계박람회 참석한 국빈 방문한 알베르 2세의 이번 방문은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구석기 연구의 권위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가 도움을 줬다. 

경기도에 따르면 알베르 2세는 전곡선사박물관 근처 발굴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구석기 유적발굴 진

행사항을 알아보고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유적지 방문 뒤에는 전곡선사박물관을 관람하고 기념식수도 한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nstitut de 

Paleontologie Humaine)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고고학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양진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모나코 국왕의 이번 방문은 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위

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영기자/yey6674@joongboo.com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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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뉴스 > 문화 > 문화일반

모나코 국왕, 오늘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알베르2세, 고고학 분야 높은 관심

2012년 06월 06일 (수)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모나코 국왕이 연천을 찾은 까닭은?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6일 오전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동 전곡

선사박물관장의 요청과 프랑스 구석기 연구의 권위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의 협조로 

성사됐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nstitut de 

Paleontologie Humaine)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고고학분야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알베르 2세는 전곡선사박물관 근처 발굴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구석기 유적발굴 진행사항을 알아보

고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본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나서는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박물관 전시 관람과 기념식수를 한다.  

 

전곡선사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지난 2006년 4월 프랑스의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와 아눅 르

졍드르(Nicolas Desmazieres, Anouk Legendre)설계팀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건립한 건물

로 모나코가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나코 국왕이 전곡선사박물관의 수준 높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시

설 등을 관람함으로써 경기도의 선진 문화정책과 문화재 보존노력을 모나코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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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브 :: http://www.newswave.kr 

모나코 국왕,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김시현 news@bodonews.com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모나코 국가관’ 설
치와 해양학술 심포지엄인 MBI(모나코 블루 

이니셔티브)의 개최를 통해 여주 엑스포를 빛

낸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한국을 떠나는 
날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
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

동 전곡선사박물관장의 요청과 프랑스 구석

기 연구의 권위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의 협조로 성사되었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nstitut de 

Paleontologie Humaine)의 적극적인 후원자
로 고고학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알베르 2세는 전곡선사박물관 근처 발굴현장
을 방문하여 생생한 구석기 유적발굴 진행사

항을 알아보고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본다. 유적지 방문 후에는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전시 관

람과 기념식수를 한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

여 2006년 4월 프랑스의 니콜라스 데마지에
르와 아눅 르졍드르(Nicolas Desmazieres, 

Anouk Legendre)설계팀의 ‘선사유적지로 통

하는 문’을 건립 
한 건물로 모나코가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 관계자는 “모나코 국왕의 이번 방문은 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의 수준 높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관람함으로서 경

기도의 선진적인 문화정책과 문화재 보존노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나코 국왕     © 문화예술과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6월05일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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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모나코 알베르 2세,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2012-06-05 15:30 CBS 김양수 기자 

모나코 알베르 2세,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알려진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여수 엑스포 관람에 이어 내

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알베르 2세는 이날 전곡 발굴현장을 방문해 구석기 유적발굴 진행사항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곡선사박물관을 들러 유물을 관람하고 기념식수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장애인 기업 등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나

섭니다.  

 

경기도 등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www.gtp.or.kr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대상을 공모합니다. 

 

심사기준은 신청자의 경쟁력, 온라인 마케팅 타당성 등이며 선정기업에는 온라인 판로 개척비를 지원해 

줍니다. 

 

군포,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전개 

 

군포시가 오는 7월 말까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합니다.  

 

군포시에 따르면 폐휴대폰에는 금, 은, 구리 등 유가금속이 함유돼 있어, 이를 추출하면 1대당 1,000원 정

도의 이익이 생깁니다. 

 

군포시는 이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불우이웃을 돕는 한편 환경보호 등에도 기여할 계획

입니다. 

 

용인, 3대 문화시설 티켓 하나로 OK 

 

이달부터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민속촌 등을 티켓 하나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에 따라 성인기준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한국민속촌의 이용이 가능한 티켓을 1만

인쇄하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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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민속촌 등 3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티켓을 1만7,000원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버랜드, 황금원숭이 이름 공모 

 

에버랜드가 지난 3월 태어난 '황금원숭이'의 이름을 오는 10일까지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통해 공모합니

다. 

 

에버랜드는 이 중 의미가 부여된 이름 3개를 선정해 사파리 스페셜투어 가족이용권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한편, 황금원숭이는 중국 고대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의 실제 모델로 자이언트팬더, 래서팬더와 

함께 중국 3대 보호 동물로 지정된 희귀보호종 입니다. 

ys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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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게재 일자 : 2012년 06월 05일 

‘고고학 관심’ 모나코 국왕,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유적 발굴현장도 참관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 대공이 6일 오전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전곡선사박물관(관장 배기동)을 

방문한다. 

 

미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인 그레이스 켈리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알베르 2세는 이번 방문에서 전곡선

사박물관과 전곡리 유적 일대를 둘러보고 발굴현장도 참관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김문수 경기도지

사가 동행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모나코관 참관을 위해 내한한 알베르 2세는 평소 고고학, 특히 선사고고학 분야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석기 유적인 전곡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고고학에 대한 조예와 관심은 일종의 가업으로 조부인 알베르 1세는 1910년에 프랑스의 고인류연

구소(IPH)를 세웠으며, 브뤠이의 동굴벽화조사와 간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모나코 공국은 지금도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재단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알베르 2세는 

선사학 분야에 고인류연구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연구자 1인에게 해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레이니

에 3세 연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도 전곡선사박물관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프랑스 고인류연구소 이사장이자 저명한 고고학자

인 앙리 드 룸리 교수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최영창 기자 ycchoi@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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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모나코 알베르 2세,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등록 2012-06-05 10:55

수정 2012-06-05 10:55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모나코 국가관’ 설치와 해양학술 심포지엄인 MBI(모나코 블

루 이니셔티브)의 개최를 통해 여수 엑스포를 빛낸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6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

문한다.  

이번 방문은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의 요청과 프랑스 구석기 연구의 권위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의 협조로 성사됐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nstitut de Paleontologie 

Humaine)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고고학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알베르 2세는 전곡선사박물관 근처 발굴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구석기 유적발굴 진행사항을 알아보고 국가

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본다.  

유적지 방문 후에는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전시 관람과 기념식수를 한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2006년 4월 프랑스의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와 아눅 르졍드르

(Nicolas Desmazieres, Anouk Legendre)설계팀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건립한 건물로 모나코가 프

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 관계자는 “모나코 국왕의 이번 방문은 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전곡선

사박물관의 수준 높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관람함으로서 경기도의 선진적인 문화정

책과 문화재 보존노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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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공식 방문 

【의정부=뉴시스】박대준 기자 = 경기도는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가 6일 연천 전

곡선사박물관을 공식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0년 7월 프랑스에서 열린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

념학회에 참석했던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이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구석기 연구의 권위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의 협조로 

성사됐다.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모나코 국가관’ 설치와 해양학

술 심포지엄인 MBI(모나코 블루 이니셔티브)의 개최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의 

후원자로 고고학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베르 2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함께 전곡선사박물관 인근 발굴현장을 방

문해 구석기 유적발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

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후 전곡선사박물관을 둘러본 후 기념식수 행사에도 참여한다.  

 

djpark@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l ㆍ [종합]이석기, 국회 첫 출근… "사퇴 안한다…박근혜, 유신의 부활 보는듯"  

l ㆍ 대학생, 닮고 싶은 리더십은?…1위 넥센 김시진 감독  

l ㆍ 지경부, "휘발유가격 40~50원 더 떨어질 것"  

l ㆍ CJ, 삼성에버랜드 주식 전량 매각  

l ㆍ 檢, "BBK 가짜편지 전달자는 은진수" 진술 확보…MB측근 ´연루´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4537861

 

   

 |  기사입력 2012-06-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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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 6일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모나코 국왕이 6일 경기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

문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참석한 국빈 방문한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의 이발 방문은 2010

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동 전곡선사

박물관장의 요청과 프랑스 구석기 연구의 권위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의 협조로 성사됐다.  

 

알베르 2세는 전곡선사박물관 근처 발굴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구석기 유적발굴 진

행사항을 알아보고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유적지 방문 뒤에는 전곡선사박물관 관람과 기념식수도 진행한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nstitut 

de Paleontologie Humaine)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고고학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모나코 국왕의 이번 방문은 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위상을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l ㆍ 美 법원, 애플 ´갤탭´ 판매금지 요청 기각  

l ㆍ [종합]이석기, 국회 첫 출근… "사퇴 안한다…박근혜, 유신의 부활 보는듯"  

l ㆍ CJ, 삼성에버랜드 주식 전량 매각  

l ㆍ 국내 기름값 2000원 시대 끝?...하락세 이어질까?  

l ㆍ 경찰, 4조원대 다단계사기 조희팔 유골 DNA 조사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4537546

 

   

 |  기사입력 2012-06-05 09:58 |  최종수정 2012-06-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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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모나코 국왕이 전곡선사박물관 찾는 이유?

기사입력 2012.06.05 08:32  최종수정 2012.06.05 08:32

[수원=이영규 기자]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 부부(사진)가 현충일인 6일 경기도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이 지난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 알베르 2세를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 선사학 연구센터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의 후원자로 고고학분야

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알베르 2세는 이날 전곡선사박물관 인근 발굴현장을 찾아 구석기 유적발굴 현장을 지켜본 뒤 국가사적 제268

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또 전곡선사박물관을 관람하고, 기념식수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나코 국왕의 이번 방문은 전곡선사박물관의 수준 높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

시설 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지난 2006년 프랑스의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와 아눅 르졍드르 설계팀이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건립한 곳으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나코의 국왕 입장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전곡선사박물관은 2004년 문화재청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7년간의 사업을 거쳐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한편, 알베르 2세는 지난달 개막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모나코 국가관' 설치와 해양학술 심포지엄인 'MBI

(모나코 블루 이니셔티브)' 행사 차 한국을 찾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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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국왕이 경기도 연천을 찾은 까닭은?

모나코 알베르 2세, 전곡선사박물관 방문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모나코 국가관’ 설치와 

해양학술 심포지엄인 'MBI(모나코 블루 이니셔티

브)'의 개최를 통해 여주 엑스포를 빛낸 모나코 국

왕 알베르 2세가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한

다.  

 

이번 방문은 2010년 7월 프랑스 고인류학연구소 

개원 100주년 기념학회에 참석한 배기동 전곡선

사박물관장의 요청과 프랑스 구석기 연구의 권위

자인 앙리 드 룸리(Henry de Lumley)의 협조로 성

사되었다.  

 

알베르 2세는 세계적인 선사학 연구센터 중의 하

나인 프랑스 고인류연구소(Institut de 

Paleontologie Humaine)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고

고학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알베르 2세는 전곡선사박물관 근처 발굴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구석기 유적발굴 진행사항

을 알아보고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본다. 유적지 방문 후에는 전곡선

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전시 관람과 기념식수를 한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2006년 4월 프랑스의 니콜라스 데마지에르

와 아눅 르졍드르(Nicolas Desmazieres, Anouk Legendre)설계팀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건립한 건물로 모나코가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나코 국왕의 이번 방문은 유적지와 연계한 박물관으로서 모범적인 사례

가 되고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의 수준 높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관람

함으로서 경기도의 선진적인 문화정책과 문화재 보존노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입력 2012.06.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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