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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from Basel
The Canton of Basel-Stadt would like
to thank the Swiss Ambassador for the
cordial invitation to atten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ew Embassy building in Seoul as City Partner. On such an
occasion, the many personal, economic, scientific and cultural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that bind Basel and Seoul come
into play. Under the motto “Innovation and Culture Beyond
Limits”, we set out willingly to build a bridge between the
two cities and look forward to many more events. The Basel
Symphony Orchestra, for instance, will shortly be returning to
Seoul for some concerts. An orchestral interlude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wiss Embassy is our gift to the host and all
invited guests. We hope it will be a wonderful celebration for you
and wish you much pleasure and every success in the Swiss
Embassy’s new premises.
Dr Conradin Cramer
State Councillor of the Canton of Basel-Stadt

Although geographically far apart and
culturally different Switzerland and
Korea share core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as well as an open and fair
society. Our two countries are longtime friends and cultivate a passion for
innovation, excellence and high quality products. Switzerland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in 1962 and both government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3. Over the years,
exchanges diversified and cooperation deepened. With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ing into effect in 2006, trade increased
dramatically, peaking at 4,3 billion USD in 2018. Over the last
decade, scientific and cultural cooperation intensified and people to people contacts gained momentum.
Constructing a state of the art new Embassy in the historic
city center of Seoul constitutes an important investment. It is
a tribute to South Korea's growing global significance. It is also
a symbol of Switzerland's self-confidence – an open nation in
a globalized world – and a testimony of our desire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cooperation with Korea.
I am delighted to celebrate the inauguration with high officials,
our Swiss City Partner Basel and all our old and new friends and
partners from Korea and Switzerland!
Dr Linus von Castelmur
Ambassador of Switzerland to the Republic of Korea

바젤에서 인사드립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에 협력도시 바젤시를 초청
해 주신 주한스위스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개관식을 계
기로 바젤시와 서울시가 진행중인 다양한 인적, 경제적,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들이 더욱 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혁신과 문화(Innovation and Culture
Beyond Limits)"라는 슬로건으로 두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이
강화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합
니다. 일례로,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곧 서울을 다시 찾을 예
정입니다. 스위스 대사관 개관식에서 선보이는 바젤심포니 오케
스트라의 연주곡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
한스위스대사관의 개관식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
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콘라딘 크라머
바젤슈타트 주 정부 장관

한국과 스위스는 지리적인 거리와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기반의 국제질서 및 개방성과 공정한
사회 구현 등 공통적인 핵심가치를 추구해왔습니다. 양국은 오랫
동안 우호, 혁신과 우수성, 그리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열정을 공
유해왔습니다. 스위스가 1962년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한 후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상호 교류는 다양해지고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06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자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 한-스위스 교역규모는 미화 43억 달
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문화·과학분야에서의 협
력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구도심에 주한스위스대사관을 신축하는 작업
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커
져가는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며, 세계화 속에서도 개방성을 지
켜온 스위스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신축 대사관은 한국과의 협
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스위스의 의지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의 협력도시인 바젤시와 양
국의 친구, 파트너 등 내·외빈 여러분과 함께 개관식을 진행할 수
있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 Erae Architects & Engineers

GUIDED EMBASSY TOURS

대사관 가이드 투어

15 –17 MAY | EMBASSY COURTYARD

5월 15일-17일 | 대사관 마당

ENGLISH TOURS (45 min.)
2:00 pm, 3:05 pm & 4:05 pm
Nicolas Vaucher, lead architect at Burckhardt+Partner SA
KOREAN TOURS (45 min)
2:10 pm & 3:15 pm
Inho Lee, principal at Erae Architects & Engineers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different functions of the Swiss
Embassy and the technical prowess of this construction, join the guided tours given
by the architects.

HOW BASEL CHANGED THE WORLD

Basel, the pocket-sized metropolis with a global reach, is a truly innovative city. Many
ideas and discoveries have emerged from Basel, ideas which at first often seemed
small and insignificant, but ended up changing the world. You are invited to explore
the exhibition in the embassy courtyard and learn about some of the examples that
highlight Basel’s importance as a breeding ground for ideas and innovations with a
global impact. Connect with Basel and change the world.
PROJECTION, EMBASSY COURTYARD

360° 92W ARCHI CLIP

For 360° 92W Archi Clip, Production Production produced a short video based on the
photographic material collected from the first to the final 92nd week of the Embassy's
construction.
Production Production is a production company founded by Michael Stroudinsky and
Lola Bastard, two young Swiss musical artists. Production Production (50% video
50% music production), creates video and visual communication contents for festivals, but also advertisements, reports, as well as music videos. Its collaborations
include the Festival Antigel Geneva, the Festival de la Cité Lausanne, the press
agency Thomson Reuters in London, the production company Opus One (CH), Rogue
Production (UK) and the opera company "La Marginaire" in Bordeaux.

영어 투어(45분 소요)
오후 2:00
오후 3:05
오후 4:05 | 니콜라 보셰 ― 버크하르트 파트너 건축사무소 선임 건축가
한국어 투어(45분 소요)
오후 2:10
오후 3:15 | 이인호 ― 이래건축사무소 대표
대사관의 다양한 공간과 첨단 건축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이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바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이 탄생한 바젤 시는 작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혁
신 도시입니다. 아이디어의 시작은 비록 작고 미미했지만 마침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전
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아이디어와 혁신의 본고장인 바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사관 마당으로 초대합니다! 바젤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세요!
대사관 마당

360° 92W 아치 클립 상영

프로덕션 프로덕션(Production Production)은 360° 아치 클립 작업에서 대사관 신축공사
기간 첫 주부터 마지막 92주에 이르기까지 수집한 모든 사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제작한 단
편 영상을 선보입니다.
프로덕션 프로덕션은 젊은 스위스 음악예술가 2인인 마이클 스트로우딘스키와 롤라 바스
타드가 창립한 제작사로서 영상과 음악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용 영상과 그래픽자료
뿐만 아니라 광고, 보고서 및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며. 제네바 페스티벌, 로잔 페스티벌,
런던의 톰슨 로이터스, 오퍼스 원 제작회사(스위스), 로그 프로덕션(영국) 그리고 보르도의
"라 마지네르” 오페라단과도 함께 협력한 바 있습니다.

Basel Symphony Orchestra Quartet

6:00–7:00 PM | EMBASSY COURTYARD
SPECIAL CONCERT

SINFONIEORCHESTER BASEL
QUARTET

Particularly dedicated to the Embassy's neighbors, the concert of a Quartet of the
Sinfonieorchester Basel will feature pieces from the European classical repertoire
(Mozart and Beethoven) and the modern Korean repertoire, in particular a work by
South Korean composer Isang Yun. Today, Yun is considered by both parties as a conciliator and as a person who embodies the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Isang Yun’s work has been dedicated to the Swiss oboist, composer and
conductor Heinz Holliger.
PROGRAM
Wolfgang Amadeus Mozart (1756 – 1791)
Oboe Quartet in F major, K 370 (1781), 15 min.
Isang Yun (1917–1995)
Quartet for oboe, violin, viola & cello (1994), 16 min.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Serenade in D major for violin, viola and cello, op. 8 (1797)
17 min.

Sinfonieorchester Basel
The over 300 years of tradition as well as the typical ‘Basel’ spirit constitute the
pillars of the Sinfonieorchester Basel and are reflected in its unique sound. Currently
led by chief conductor Ivor Bolton the Sinfonieorchester Basel regularly performs in
international concert halls. The latest discographic releases are the first two CDs of a
Gabriel Fauré trilogy: The Secret Fauré I and II.
Marc Lachat, oboe
After completing his oboe studies at the Paris Conservatory (2007), Marc plays in
the l'Orchestre Français des Jeunes and in the Schleswig-Holstein Jugendorchester. Later he joined the Orchestre Philharmonique de Monte-Carlo as solo oboist.
Marc has been principal oboist of the Basel Symphony Orchestra since 2013 and
has since played with the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the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as well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Zurich Chamber Orchestra since 2017.
Mátyás Bartha, violin
Mátyás Bartha was born in Baraolt, Romania. He studied violin at the Gheorghe Dima
Conservatory in Cluj-Napoca and took part in master classes with the Schubert
Quartet Vienna, the Amadeus Quartet, Sándor Devich of the Bartók Quartet and
György Kurtág. Since 2001 he has been a member of the Basel Symphony Orchestra. As a baroque violinist he plays with the Ensemble Baroque de Limoges and with
the Swiss baroque soloists.
Pablo Salvá Peralta, viola
The Madrilenian viola player accomplished his basic musical studies with distinction
at the Real Conservatorio Superior de Música de Madrid in 2010 and completed his
studies at the Hochschule für Musik in Basel. Pablo first played with Basel Symphony Orchestra during the 2016/17 season as an orchestra intern and has been a
permanent member of the Basel Symphony Orchestra since August 2017.
Judith Gerster, cello
The cellist Judith Gerster was accompanied by Ivan Monighetti and Thomas Grossenbacher at the Hochschule für Musik in Basel and Zurich until she received her
soloist diploma. Her encounter (and later her lessons) with Walter Levin of the La
Salle Quartet was key. Judith Gerster has been a member of the Basel Symphony
Orchestra since 2003; also performs in various Swiss chamber orchestra ensembles
such as the Absolut Trio and the Amaltea Ensemble.

오후 6:00-7:00 | 대사관 마당
특별 콘서트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콰르텟

이웃주민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콰르텟의 공연에서는 모
차르트와 베토벤 등 유럽의 고전주의 곡들과 더불어 한국의 작곡가 윤이상이 작곡한 곡들
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날 윤이상은 남한과 북한에서 남북한의 화합을 상징하는 인물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이상의 <오보에 협주곡>은 스위스 오보이스트이자 작곡가
겸 지휘자인 하인츠 홀리거에 헌정되어 세계적으로 초연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크 (1756 – 1791)
오보에 사중주 F장조, K 370(1781), 15분
윤이상(1917–1995)
오보에, 바이올린, 비올라 및 첼로 사중주(1994), 16분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
바이올린, 비올라 및 첼로 D장조 세레나데, op.8(1797?), 17분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300년이상의 전통과 바젤 특유의 정신을 아름다운 선율에 고
스란히 담아 연주합니다. 현재 지휘자 이보르 볼튼이 이끄는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
수의 세계적인 연주 홀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가브리엘 포레의 3부작
중 2부작인 더 시크릿 I과 II CD 2장을 발매하였습니다.
마크 라샤, 오보에
마크 라샤는 파리 컨서버토리에서 오보에 수학을 마친 후(2007) 프랑스 청소년 오케스트
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후 몬테카를로 필하모
니 오케스트라에 솔로 오보이스트로 입단하였고 2013년부터는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오보이스트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
케스트라 그리고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는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에서는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티아스 발타, 바이올린
마티아스 발타는 루마니아 바라올트 태생으로 클루지나포카의 게오르게 디마 컨서버토리
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후 비엔나의 슈베르트 콰르켓, 아마데우스 콰르텟, 바르토 콰르텟
의 산도르 데비치 그리고 죄르지 쿠르탁 등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루마니아 클
루지나포카 필하모니와 트르구무레슈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활동했고 2001년부터는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로써 리모쥐바로크
앙상블과 스위스 바로크 솔로이스트와 함께 협주를 해왔습니다.
파블로 살바 페랄타, 비올라
파블로 살바 페랄타는 마드리드 출신의 비올라 연주가로써 마드리드 왕립음악학교를 2010
년 훌륭히 마친 후 바젤시 음악 아카데미(FHNW)에서 공부했습니다. 2016/17시즌 당시 바
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인턴으로 첫 연주를 했으며 2017년 8월부터는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디스 게르스터, 첼로
첼리스트 주디스 게르스터는 이반 모니게티와 토마스 그로슨바쳐와 함께 바젤과 취리히의
음악 아카데미를 다닌 후 독주자 학위를 받았습니다. 훗날 라 잘레 콰르텟의 발터 레빈과의
인연 그리고 그와의 수업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연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훗날 그녀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바젤 심포니 오케스
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압솔루트 트리오와 아말피 앙상블 등 다수의 스위스 챔
버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연주해 오고 있습니다.

«The Sun» Ugo Rodinone

INVITATION ONLY
9:00 AM-1:30 PM | MULTIPURPOSE ROOM

SWISS-KOREAN START-UP WORKSHOP
UNIVERSITY OF BASEL

In the framework of the Swiss-Korean Life Science Initiative,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Embassy of Switzerland in Seoul, in collaboration with Innosuisse
and Korean partners, has already organized several gatherings of Swiss and Korean
startups, mainly in the fields of healthcare, health-tech and medical technology.
As an outcome of these meetings, several Korean startups have close interactions with
Switzerland, e.g. started innovation projects (mainly with the University of Basel), won
an acceleration prize (DayOne Botnar Acceleration). In order to bring the Swiss-Korean
startup community even closer together, the University of Basel Innovation Tea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fice of the Embassy of Switzerland are organizing a
Startup-Workshop. Nine startups from Basel and several Korean startups will meet
mentors, partners and investors from the respective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their
presence internationally. Mutual trust, knowledge and know-how will be expanded
and several pioneering startups will share their success stories.

GUIDED EMBASSY TOURS

초청객 대상
오전 9:00 - 오후 1: 30 | 대사관 다목적실

바젤대학교 주최 한-스위스 스타트업 워크샵

주한스위스대사관 과학기술협력실(STO)은 한-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
노스위스(Innosuisse) 및 여러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헬스케어, 헬스테크, 및 의료기술 분
야에서 활동중인 한-스위스 스타트업들간의 만남의 장을 여러 차례 주관해왔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었기에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스위스와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바젤 대학과의 협력 등 각종 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데이
원 보트나 엑셀러레이션(DayOne Botnar Acceleration)에서 수여하는 엑셀러레이션 상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바젤대학교 혁신팀과 과학기술협력실은 한-스위스 스
타트업 커뮤니티간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한-스위스 스타트업 워크샵’을 개최하기
로 하였습니다. 바젤에 위치한 9개 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상대국에서 선정된 멘
토, 파트너,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식 및 노하우를 확대 할 것이며, 진취적인 스타트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대사관 가이드 투어
영어 투어(45분 소요)

ENGLISH TOUR | 10:00 am (45 min.)
오전 10:00 | 니콜라 보셰 ― 버크하르트 파트너 건축사무소 선임 건축가
Nicolas Vaucher, lead architect at Burckhardt+Partner SA
대사관의 다양한 공간과 첨단 건축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을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different functions of the Swiss 위해 가이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Embassy and the technical prowess of this construction, join the guided tours given
by the architects.
16 MAY-30 JUNE, 2019, OPENING 5 PM
KUKJE GALLERY

UGO RONDINONE SOLO EXHIBITION

© Erae Architects & Engineers

The Swiss artist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his interdisciplinary practice marked by his formal sensibilities. This solo
exhibition will feature a series of sculptures representing the
artist’s diversified practice, inspired by natural phenomena and
their aesthetic translation: the celebrated «Stone Mountains»
(Asia Culture Center, Gwangju), 50 bronze fish of varied size and
forms, or «The Sun», a five-meter wide ring of cast bronze tree
branches that evoke a solar wheel. www.kukjegallery.com

2019년 5월 16일 - 6월 30일
오프닝: 오후 5:00, 국제 갤러리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우고 론디노네는 뛰어난 감각의 융합형 작품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
는 스위스 출신의 현대 미술가입니다. 이번 개인전은 1990년대부
터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작가의 일련의 조각 작
품을 선보입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설치된 <스톤마운
틴>,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로 천정에 달린 50여 개의 브론즈 물고
기 조각, 태양을 형상화한 지름 5m의 거대한 원형 조각 <더썬> 등
이 공개됩니다.
www.kukjegallery.com

Ursula Biemann & Paulo Tavares,
«Forest Law (2014)»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
photo-text assemblage

16 MAY-7 JULY | OPENING 6 PM | ART SONJE CENTER 2019년 5월 16일 - 7월 7일 (오프닝: 오후 6:00)

THE ISLAND OF THE COLORBLIND

GROUP EXHIBITION WITH SWISS ARTIST
URSULA BIEMANN
Kim Juwon, Björn Braun, Manon de Boer, Ursula Biemann &
Paulo Tavares, Yu Araki, Rim Dongshik & Woo Pyongnam, Parttime Suite
The exhibition asks the question of ‘how to live together’.
Showcasing the issues of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nature, the works will unravel the stories of the ones who
have disparate ways of living and identities in the world but
live together. The Swiss artist and researcher, Ursula Biemann
and the Brazilian architect, Paulo Tavares present «Forest Law
(2014)» a video and installation piece made through their collaborative researches in the Ecuadorian Amazon region.
www.artsonje.org

AUTHENTIC LIGHT ORCHESTRA
CONCERTS

16 May | 9:00 PM Strange Fruits Club (Seoul)
Tel. 02 339 2919
17 May | 8:00 PM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Seoul)
www.seoulmusicweek.com
18 May | 6:00 PM Suseong Art Pia (Daegu)
www.suseongworldmusicfestival.com

Authentic Light Orchestra

Authentic Light Orchestra was founded by Swiss multi-instrumentalist with Armenian roots, Valeri Tolstov in 2009
with an idea to combine different musical genres such as
jazz, rock, elements of Armenian folk, modern classics and
live electronic. All of them are harmonically supplementing
each other producing a unique sound and original interpretation of Armenian folk.
Authentic Light Orchestra’s musicians are famous for performing in well-known halls like Carnegie Hall or Tonhalle
Zurich and on world known music festivals. Lots of them
are winners of many competitions such as Montreux Jazz
piano competition.

아트선재센터

색맹의 섬 우르술라 비이만 단체전

김주원, 비요른 브라운, 마농 드 보어, 우르술라 비이만& 파울로 타
바레스, 아라키 유, 임동식 & 우평남, 파트타임스위트
전시 <색맹의 섬>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누
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오늘날 대두되고 있
는 인간과 자연간의 공존의 문제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가진 타인들이 세계 안에 함께 존재하고 관계맺는 방식들
을 이야기한다.  이 전시에는 스위스 출신 작가이자 연구자인 우르술
라 비에만과 건축가인 파울로 타바레스가 에쿠아도르 아마존에저 진
행한 연구에 기반한 <Forest Law>(2014)가 소개된다.
www.artsonje.org

오쎈틱 라이트 오케스트라 콘서트

5월 16일 | 오후 9:00 스트레인지 프룻 클럽 (서울)
Tel. 02 339 2919
5월 17일 | 오후 8:00 세종문화회관 (서울)
www.seoulmusicweek.com
5월 18일 | 오후 6:00 수성아트피아 (대구)
		
www.suseongworldmusicfestival.com
오쎈틱 라이트 오케스트라(Authentic Light Orchestra)는 재즈,
락, 아르메니아 민속음악, 모던 클래식 음악, 라이브 일렉트로닉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아
르메니아 출신의 스위스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발레리 톨스
토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각기 다른 음악 장르
는 서로를 조화롭게 보완하며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냄으로
써 아르메니아 민속음악의 독창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카네기홀이나 취리히 톤할레 등 유수한
공연장에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뮤직페스티벌 등
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단원들은 몽트
뢰 재즈 피아노 콩쿠르 수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스위스 대사관
파트너 도시 바젤슈타트주와
공동 주최하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 개관행사

INVITATION ONLY

초청객 대상

12:000 PM -2:30 PM
EMBASSY

오후 12:00 - 2: 30
대사관

The official opening ceremony will take
place in the presence of State Secretary
of the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ascale Baeriswyl, Vice Minister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yun
Cho, State Councillor of the Canton of
Basel-Stadt, Dr Conradin Cramer, and
a high official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many other guests and
friends of the Embassy.

개관행사에는 파스칼 베리스빌 스위스
외무부 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 콘라딘
크라머 바젤슈타트 주 정부 장관,
서울특별시청 측 참석자 및 많은 내·
외빈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Erae Architects & Engineers

Official Inauguration
Of The Embassy Of
Switzerland
In Cooperation With
The Canton Of Basel-Stadt,
Swiss City Partner

PERFORMANCE 360°/ W92 DANCE LOOP

Four dancers & a musician take you on a very special exploration of the area surrounding new Swiss Embassy site in the Jongno district of Seoul. The performance
will start in the garden paths and walkways of the new XI apartments, when the artists
will invite the audience to follow them into the street of Songwol-gil. The sight specific
performance will be staged in the public spaces of the skyscrapers forest and will
finish in the heart of the Embassy courtyard. For 40 minutes, a succession of five short
dance pieces created especially for the occasion will take you on a poetic choreographic journey. The 360° immersive walk around the embassy walls will be guided
by metronomic moves of dancer & choreographer Tamara Bacci & the performance
of the dancers of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 company LDP (Laboratory Dance
Project). For the occasion a special soundtrack will be composed & performed live by
the Swiss musician Eric Linder.
Dance: Tamara Bacci, LDP with Satbyeol Lim, Geon Jeong, Jiho Jang
Music composition & performance: Eric Linder
Concept: Eric Linder, Jisoo Gook

Tamara Bacci studied dance in Geneva then danced at the Deutsche Oper ballet
in Berlin, Béjart Ballet and Compagnie Linga. She has been working as a freelance
dancer with leading choreographers including Foofwa d’Imobilité, Gilles Jobin, Cindy
van Acker and Ken Ossola. She also teaches at the Ballet Junior de Genève as well
as the Manufacture and the conservatory in Lausanne. In 2017, she got the prize
from Switzerland of “Exceptional dancer”.
Eric Linder Irish/Swiss singer-songwriter & the co-founder, artistic director of Antigel
Festival. Eric Linder has been a cultural player and activist for the last twenty years.
In parallel to his career as an events organizer he has released six albums under the
name Polar. He also composes regularly for other artistic fields including contemporary dance, cinema, literature and performance. As a composer Linder collaborates
with many Korean artists including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since 2006.
LDP (Laboratory Dance Project) Founded in 2001, LDP - Artistic Director Dongkyu
Kim - is an international dance project ultimately aimed at bringing Korea’s dance
to the global stage. Since its foundation, LDP gets fame of the fandom legend of the
contemporary dance field in Korea. The dancers of LDP have earned the trust of the
public step by step through their energy and sincerity as well as their distinctive gifts
and talents.

오후 4:00
오후 5:00
오후 6:00
대사관 정문 앞

퍼포먼스 ‘360°/W92 댄스 루프

LDP

Tamara Bacci

4:00 PM
5:00 PM
6:00 PM
MEETING POINT: EMBASSY GATE

네 명의 댄서들, 뮤지션과 함께 종로구에 위치한 새 대사관 주변으로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
는 건 어떨까요? 이 퍼포먼스는 관객들이 댄서들과 뮤지션을 따라 대사관과 아파트 보도블
록을 거닐게 됩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가 선보
여지며, 이는 송월길로 이어져 대사관 마당에서 마무리 됩니다. 40분간5개의 장소에서 순
차적으로 진행되는 시적이며 서정적인 춤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위스의 뛰어
난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타마라 바치의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움직임과 한국의 유명 무용단
LDP (Laboratory Dance Project)의 역동적이며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대사관 담장을 360°
둘러 거닐며 몰입감 넘치는 특별한 산책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또한 스위스 음악가 에
릭 린더가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고 연주할 예정입니다.
무용:
타마라 바치, LDP(임샛별, 정건, 장지호)
작곡, 연주: 에릭 린더
기획:
에릭 린더, 국지수

타마라 바치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 오페라 발레, 베자르 발레 그리고 링가무
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으며 프리랜서 댄서로서 푸퐈 디모빌리테, 질 조벵, 신디 반 애커
및 켄 오쏠라 등과 같은 유명한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또한 제네바 주니어 발레와
로잔느 컨서버토리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7년 스위스 우수 무용수 상을 수상했
습니다.
에릭 린더
아일랜드와 스위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앙티젤 페스티벌의 공동창립자이자 총감독
인 에릭 린더는 지난 20년동안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자뿐만 아니
라 폴라(Polar)라는 예명으로 6개의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대무용, 영
화, 문화, 공연 등 기타 문화예술 분야를 위한 음악작업을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 국립
현대무용단 등 한국의 여러 아티스트들과 꾸준하게 협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LDP (Laboratory Dance Project)
2001년 창단된 LDP 무용단(예술감독 김동규)은 현대무용전공 출신자들로 구성된 젊은 무
용단으로 한국의 무용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LDP의 무용수들은 넘
치는 에너지와 진정성 그리고 남다른 재능으로 관객의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DJ Bit-Tuner

8:30–11: 30 PM
EMBASSY UNDERGROUND PARKING

오후 8:00-11:30
대사관 지하 주차장
DJ 비트 투너 + 스위스 취리히와 함께 하는 일렉트로닉 파티 나이트
ELECTRONIC PARTY NIGHT WITH DJ BIT-TUNER
IN PARTNERSHIP WITH THE CITY OF ZURICH, SWITZERLAND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기대하세요! DJ 비트 투너가 선사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일렉트로
Expect the unexpected, don't end the day without vibrating to the sounds of DJ Bit- 닉 뮤직으로의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힙합, 트랩, 그라임, 남아공의 콤(gqom), 테
Tuner and embark on an adventurous journey through electronic music: hip hop beats, 크노 등 일렉트로니카에 이르기까지… 서프라이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rap, grime, South African gqom, electronica like techno; always with lots of low frequencies. Let yourself be surprised!
물론 스위스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려면 라클레뜨 치즈와 스위스 발레주산
와인도 빠질 수 없겠지요!

And for an even more Swiss Touch: raclette and wine from the canton of Valais will be
on the program too!
Zurich DJ Marcel Gschwend, alias Bit-Tuner, produces electronic music with
computers, mpcs, synthesizers, bass guitars and a fleet of analog effects. He has
a predilection for samples of old records, movies and also discovered recording
in the field. Bit-Tuner works with heavy beats, blown bass, gloomy atmospheres,
acid melodies and heartbreaking soundscapes. His musical expression ranges from
experimental hip-hop to electronics, from bass to noise, from theatrical productions
to fashion shows and short film music.

취리히시 출신 DJ 마르셀 크슈벤트(aka 비트 투너)는 컴퓨터, mpcs, 신디사이저, 바스 기
타 그리고 각종 아날로그 효과를 사용해 멋진 일렉트로닉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레
코드나 영화, 현장 녹음 소리 등을 좋아하여 헤비 비트, 블로운 바스, 어두운 분위기, 실랄
한 음악 그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운드 스케이프 등으로 사운드 작업을 합니다. 실험적
인 힙합에서부터 일렉트로닉, 바스에서 노이즈, 그리고 연극에서 패션쇼, 단편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음악적 표현은 한계를 모릅니다.

취리히시의 DJ 비트 투너 퍼포먼스 후원에 힘입어 주한스위스대사관은 올 하반기에 취리
히시를 파트너 도시로 선정하여 새로운 협력을 시작합니다. 일례로 2019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간 <취리히, 서울을 만나다-두 도시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개최 될 예
With DJ Bit-Tuner’s performance offered by the City of Zurich, the Embassy of 정입니다. <취리히, 서울을 만나다> 페스티벌은 취리히에서 탄생한 수 많은 문화·과학·사
Switzerland starts a new cooperation with Zurich as its City Partner for the second 회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조명하고 이들이 오늘날의 글로벌 현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half of the year.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From 28 September to 5 October, 2019 a weeklong festival «Zurich meets Seoul – A
Festival of Two Cities» will take place in Seoul. «Zurich meets Seoul» highlights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manifold cultural, scientific and societal ideas and
innovations that originated in Zurich and their impact on current global issues.

© Armin Faber
5–7PM
JW MARIOTT DONGDEAMUN HOTEL
THE GRIFFIN BAR 11TH FLOOR

SWISS WINE TASTING &
MASTER CLASS

Gérard-Philippe Mabillard, Director for the promotion of Valais
wines, Marie Linder, oenologist, and Korean sommelier Seyoung
Kim will give you the rare opportunity to taste delicious Swiss
wines.
In partnership with the JW Marriott Dongdaemun Hotel Seoul.

오후 5:00-7:00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11층 더 그리핀

스위스 와인 테이스팅 & 마스터 클래스

발레주산 와인 홍보청장 제라르 필리프 마비야르, 와인전문가 마리
린데르 그리고 한국인 소믈리에 김세영과 함께 즐거운 스위스 와인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행사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
퀘어 서울과의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스위스가 다
양한 종류의 개성 넘치는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알프
One of the best kept secrets in Europe is that Switzerland has 스 호 남서부에 위치한 발레주는 스위스 최대의 와인생산지로 습하
a great variety of wines with character. The Canton of Valais, 지 않고 온화한 기후 덕분에 50여개 이상의 품종이 최적화된 토양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Alpine arc, is the premier 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스위스
wine region in Switzerland. Its particularly dry and sunny climate 수석 셰프 미쉘 에쉬만이 풍미가득한 와인과 함께 페어링한 까나페
allows more than 50 different grape varieties to mature in spec- 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tacular terraced vineyards. Several of these wines with elegant
flavors will be offered for tasting with canapé pairing prepared mhrs.seldp.griffinbar@marriotthotels.com에
by Michel Eschmann, Swiss Executive Chef at the JW Marriott 사전 등록한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Dongdaemun Hotel in Seoul.
1인당 55,000원
55,000 KRW / person
Registration: mhrs.seldp.griffinbar@marriotthotels.com

21 MAY–25 MAY
SONGEUN ARTSPACE

VR_I

11:20am – 6:00pm (every 20 minutes / Last session
at 6:00pm)
As part of Swiss+Korean Innovation Week 2019, and
in partnership with the Science & Technology Office
Embassy of Switzerland in Seoul and SongEun ArtSpace, the
Embassy of Switzerland proudly presents «Gilles Jobin: VR-I»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lending art with technology, VR_I is a contemporary dance
piece in immersive virtual reality (VR) created by Gilles Jobin
and Artanim. With VR_I, choreographers invite the audience to
engage in a unique sensory experience. Equipped with VR headsets, five visitors at a time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freely
navigate a real world inhabited by virtual dancers.
VR_I was presented at Sundance Film Festival 2018 and at 75
Mostra Internazionale d’Arte cinematografica / La Biennale di
Venezia 2018. It received the Innovation Award for best performance at the 49th Festival du nouveau cinéma in Montreal,
2017.
Free participation
RSVP required - by phone: SongEun ArtSpace (02-3448-0100)

5월 21-25일
송은 아트스페이스

VR_I

운영시간: 11:20am – 6:00pm
매시 정각, 20분, 40분마다 세션 진행 | 마지막 세션 종료: 6:20pm
2019 한-스위스 혁신 주간을 맞이하여 주한스위스대사관은 스위스
의 현대무용가 질 조뱅과 알타님 스튜디오의 협업으로 탄생한 VR 체
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한스위스대
사관 과학기술협력실과 송은 아트스페이스의 협력으로 개최될 예정
입니다.
<VR_I>는 예술과 기술이 접목되어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몰입형 댄
스 퍼포먼스 작품으로, 매세션에 참여하는 5명의 관객들이 VR 헤드
셋과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의 무용수들이 사는 공간을 돌아다니며
직접 작품에 참여 합니다. <VR_I> 2018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 및
2018 베니스 비엔날레의 제75회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에서 선보인
바 있으며, 2017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9회 누보 영화제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 for best
performance)을
수상했습니다.
참가비: 무료
전화 예약 필수 (송은 아트스페이스 대표전화 02-344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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