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프랑스문화예술학회·프랑스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

프랑스 인문학과 예술,
장르를 논하다

❙ 일시 : 2019년 11월 2일 (토) 11:30-18:2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퇴계인문관
❙ 주최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프랑스학회
❙ 주관 :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프랑스어권문화융합연구소
❙ 후원 : 성균관대학교

초대의 글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프랑스문화예술학회와 프랑스학회가
공동으로 11월 2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랑스문화예술학회-프랑스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는 <프
랑스 인문학과 예술, 장르를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장르문학 담
론과 특성들, 장르문학과 대중문화의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장르라는 객체에 대한 조명과 탐색을 통해 프랑스 인문학과 문
화의 지형도를 보다 풍성하게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문화예술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장르문학의 현실과 지평, 시각예술과 영상예술에서의 장르, 장르
문학에서 대중문화콘텐츠로의 확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발표할 것이며, 활발한 열린 토론의 장이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인문학으로서의 가능
성을 탐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 노윤채
프랑스학회 회장 김용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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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문학과 예술, 장르를 논하다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I. 기조강연 및 총회

11:30-11:50

접수 및 등록 (31308)

11:50-12:20

학회별 총회 (프랑스문화예술학회(31308), 프랑스학회(31406))

12:20-12:30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노윤채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
축사: 김용민 (프랑스학회 회장)

기조강연

사회 : 조윤경 (이화여대)

12:30-13:10

김탁환
(소설가)

사막의 강 : 장르를 만나면 장르와 놀고

13:10-13:50

성귀수
(전문번역가)

아르센 뤼팽, 인간-수수께끼

13:50-14:20

토론 및
질의응답

박선아 (경상대), 박아르마 (건양대), 지영래 (고려대)

14:20-14:40

휴식 및 이동

II. 분과발표

제1분과 (31503)

문학에서의 장르, 그리고 장르문학

14:40-15:20

김중현
(공주대)

15:20-16:00

오보배
(한국외대)

16:00-16:20

사회 : 신정아 (한국외대)

프랑스 신문소설에 기초한 본격문학 VS. 장르문학(대중문학) 담론
❙ 토론 : 변광배 (한국외대)
르 클레지오의 이슬람 신화 차용 : 마이너리티 문학과 주류 문학의 경계 허물기
❙ 토론 : 차지연 (충남대)
휴 식

16:20-17:00

이정환
(인천대)

장-파트리크 망셰트를 중심으로 본 1970년대 ‘네오-폴라르 néo-polar’ 범죄소설 연구

17:00-17:40

정의진
(상명대)

추리소설: 문학과 사회과학의 교차로

❙ 토론 : 이춘우 (경상대)

❙ 토론 : 이충민 (서강대)

제2분과 (31506)

장르와 이미지 예술

사회 : 전지혜 (숙명여대)

14:40-15:20

한상정
(인천대)

로망 데시네의 몇 가지 특성들

15:20-16:00

노시훈
(전남대)

환상문학으로서의 만화 : 『니코폴 3부작』과 『우르비캉드의 광기』를 중심으로

❙ 토론 : 서은영 (서울과학기술대)

❙ 토론 : 정예영 (서울대)

16:00-16:20

휴 식

김영재
(한양대)

16:20-17:00

SF의 영화적 구현에 관한 연구로서, 통섭과 융합의 한계에 관하여 :
영화 <컨택트 Arrival>(2016), <무한대를 본 남자 The Man Who Knew
Infinity>(2015), <인터스텔라 Interstella>(2014)를 중심으로
❙ 토론 : 여금미 (광운대)

17:00-17:40

이선우
(서울대)

판타지 장르의 현대적 재해석 : 미셸 공드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17:40-18:20

노철환
(인하대)

서부영화에 대한 프랑스식 해석 : 자크 오디아르의 <시스터스 브라더스>를 중심으로

제3분과 (31507)

14:40-15:20

15:20-16:00

❙ 토론 : 노광우 (고려대)

❙ 토론 : 한의정 (충북대)

장르 서사와 문화적 상상력
이윤수
(공주대)
문경훈
(서울대)

사회 : 박성혜 (고려대)

웹소설의 문학성에 대한 성찰 :
인터넷저널 메디아파르트의 『네트워크 소설』 (베로니크 타켕)
❙ 토론 : 강초롱 (서울대)
연극과 설치예술의 경계에서 : 하이너 괴벨스의 『스티프터스 딘즈』
❙ 토론 : 임재일 (충북대)

16:00-16:20

휴 식

16:20-17:00

황혜영
(서원대)

회화 속 시간성의 틀

17:00-17:40

김현아
(서울여대)

정신적 이미지의 형상화 : 소피 칼의 작품 『시각장애인들 Aveugles』을 중심으로
❙ 토론 : 이경률 (중앙대)

17:40-18:20

박재연
(서울대)

모험 서사를 활용한 프랑스 문화 교육의 가능성 : 막스 뒤코스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 토론 : 주미사 (서울대)

❙ 토론 : 도윤정 (인하대)

III. 만찬

18:30-20:00

저녁 만찬

오시는 길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퇴계인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