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30-10:00 등록 및 접수

10:00-10:20
개회식 사회 : 정상현(숙명여자대학교)

개회사 임혜경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

기획발표주제 얼굴(Le visage)

분과발표주제

1분과 문학 속의 얼굴

2분과 얼굴, 이미지, 가면

3분과 Visage et portrait

일  시 2011년 11월 5일(토) 09:30-17:00

장  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 212, 307, 309

주  최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주  관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후  원 한국연구재단 / 숙명여자대학교

시간 구분 발표자 발표제목 장소

10:20-11:00
강연 

1

황현산 

(고려대)
“얼굴 없는 얼굴”

진리관 B-102

11:00-11:40
강연 

2

강영안 

(서강대)
“일상성과 얼굴”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1 가을 학술대회 

학술대회 세부 일정

나. 일정별 세부 계획

      기조강연 :   얼 굴        사회 : 홍명희 (경희대)



11:40-12:00 질의 및 토론

12:00-13:30 중식

13:30-14:00 총회

시간 구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장소

14:00-14:40 발표1
장성욱

(동의대)
어린왕자의 얼굴 : 글과 그림의 부조화

이인숙

(한양대)

진리관

307

14:40-15:20 발표2
이순희 

(고려대)

샤토브리앙 작품에 나타나는 나폴레옹의 

초상 

문미영

(한남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발표3
오은하 

(서울대)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에 나타난 모르는 

이의 미소

변광배

(한국외국어

대)

16:20-17:00 발표4
이윤수 

(고려대)

연기하는 여성들의 초상 : 크레비용 피스와 

라클로 작품을 중심으로

윤진

(아주대)

시간 구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장소

14:00-14:40 발표1
황혜영

(서원대)
초상화의 모순과 이미지에 대한 생각

지영래

(고려대)

진리관

309

14:40-15:20 발표
이봉순

(남서울대)

현대인물화의 외상적 

Transfigure연구-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을 

중심으로

엄소연

(서울예술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발표
심지영

(서울대)

알프레드 자리 위비왕 초상의 도상학적 

변용

도윤정

(인하대)

16:20-17:00 발표
이선형 

(김천대)
가면 그 진실한 얼굴

임채광

(전남대)

  제 1 분과 기획 발표 : 문학 작품 속의 얼굴           사회 : 송진석(충남대)

제 2 분과 기획 발표 : 얼굴, 이미지, 가면           사회 : 조만수 (충북대)



시간 구분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장소

14:00-14:40 발표1
Franck BARBIN 

(Université 
Hanyang) 

Les expressions figées du visage et 

leurs problèmes de traduction
안화진

(배재대)

진리관

212

14:40-15:20 발표2
Benjamin JOINAU 

(Centre Corée, 

EHESS)

 Lecture anthropologique de 

l'imaginaire du visage

Antoine 

Coppola

(성균관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발표3
Simon KIM 

(Korea Univ.)

Les descendants de Narcisse - 

réflexions sur l'autoportrait en 

peinture

조재룡

(고려대)

16:20-17:00 발표4
Franck MALIN 

(Université 
Sogang)

Portrait de Français : questions 

d'images et de représentations (des 

stéréotypes aux réalités)

조윤경

(이화여대)

   제 3 분과 기획 발표 :  Visage et portrait      사회 : Rodolphe Meidinger (충북대)

■ 학술대회가 끝난 후 백주년기념관 7층에 위치한 한상은 라운지에서 

만찬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캠퍼스 지도, 캠퍼스 위치, 교통안내) -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캠퍼스 지도

캠퍼스 위치



교통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