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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Accueil et Inscription 9:30-10:00

Allocution d’ouverture 10:00-10:10 SONG Ki-Jeong (Présidente de l’ACEF)

Session plénière 10:00-12:00 Modérateur : RHU Jin-Hyun (Université Sangmyung)

YOUH Seuk-Ho (Univ.Yonsei) Rabelais et la littérature fantastique

Catherine Nesci (Univ.Santa Barbara, Centre RIRRA21) Le Prime des songes,

des hallucinations-J.J. Grandville et l'image fantastique

Déjeuner 12:00-13:30

Session Parallèle 13:30-15:30

Session I : La Littérature fantastique Modérateur : LIM Soo-Hyun (Univ.féminine de Séoul)

CHUNG Ye Young (Univ.nationale de Séoul) Le fantastique balzacien

: un mode de discours philosophique

Hajime Sawada (Univ.Sophia) Le fantastique est-il l'apanage du romantisme à Balzac

et ses peintres contemporains?

CHO Yunkyung (Univ.Ewha) 'Le fantastique' dans la poésie et l'esthétique surréalistes

- à partir des œuvres de Benjamin Péret

Session II : Les Images et la fantaisie Modératrice : OH Jung-Sook (Univ.Kyunghee)

LEE Kyung-Ryul (Univ.ChungAng) L'art photographique contemporain

et la représentation indicielle du fantasme

YEO Keum-mee (Univ.Korea) L’imaginaire poétique et le dispositif cinématographique

chez Jean Cocteau

HAN Sang-jung (Univ.Hongik) Le fantastique du film d’animation

 : ‘les temps morts(1964)’ de René Raloux

Pause-Café 15:30-15:50

Session Parallèle 15:50-17:50

SessionIII : La Culture française et le fantastique Modérateur : RYU Jae Han (Univ.Chonnam)

JEONG Yeon Bok (Univ.Ajou) Eugène Carrière-Illusion, fantastique, abstraction

LEE Soo Jin (Univ.Ewha) L'effet fantastique entre des bandes graphiques et photographiques

: une lecture de l'Enfant penchée

Laurent Pereira (Univ.Soongsil) Espaces fantastiques, un développement rationnel

Session IV : La Linguistique et la Traductologie Modérateur :KIM Myung Kwan(Univ.Chonbuk)

Emmanuel Nikiema (Univ. Toronto) La langue et le langage: des outils à la fois concrets et

abstraits, culturels et personnels, collectifs et individuels

Pierre Martinez (Univ. national de Séoul) La construction du fantasme dans l'appropriation des

langues-cultures étrangères

YI Yeong-Houn (Univ. Korea) Evaluation des traductions coréennes des chefs-d'œuv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 bilan et perspectives

LIM Jung-Hae (Univ.Inha) Adjectifs de couleur et 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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