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2017년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프랑스어 교육과 상호문화성>입니다. 문화 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제 문제를 이해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상호문화교육은 특히 유럽에
서 활발히 연구되어 문화교육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 핵
심 개념인 ‘상호 문화성’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흥미로운 발표와 뜨
거운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조강연과 교수법 특강은 다문화 및 상호문화교육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신 Franche-Comté 대학의 Serge BORG 교수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특히 이번 해부터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와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교수법 프로그램을 함께 탐구하는 ‘Atelier FLE’도 동시에 개최하여 프랑스어 교육을 위해 의
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CK-II 서강대학교 상호문화소통적 유럽전문인재 육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한 프
랑스대사관과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이번 학술대회에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4일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회장 박정섭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제 1부>
프 로 그 램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 회

13:10~13:20

총회
기조 강연

12:30~14:20
(장소: J107)
13:20~14:10

Serge BORG (Univ. de Franche-Comté)
L’interculturalité dans la mondialisation des échanges et du savoir:
Aspects institutionnels, didactiques et humanistes
지식과 교류의 국제화 그리고 상호 문화성:
제도적, 교육적,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토론 및 질의응답

14:10~14:20

<제 2부>
제1분과: 프랑스어권 문학과 상호문화성
사회자: 전종호(서강대)
시간

장소: J204
발표자

발표 제목

토론자

상호문화적 소설?
- 『좡족 처녀』와
14:30~15:10

기영인(서울대)

『이브도 아담도

정지용(성균관대)

없는』 속
상호문화적 양상

14:30~17:30

15:10~15:50

최윤경(중앙대)

"한국과 프랑스
영화에 나타난
연대 찾기 비교 연구:
<카트>와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중심으로"

조윤경(이화여대)

휴식

15:50~16:10

Henri Michaux 초기
16:10~16:50

주현진(충남대)

작품에 나타나는
이중적 否認의 양상:
否認된 『첫

이신자(성균관대)

글들』과 否認의
문체

16:50~17:30

아시아 제바르
작품에 나타난
프랑스어

김지현(서강대)

제2분과 어학: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의 상호문화성
사회자: 조지숙(서강대)
시간

발표자

정의진(상명대)

장소: J202
발표 제목

토론자

어떤 프랑스어를
14:30~15:10

배진아(인하대)

가르쳐야 하는가? :
퀘백 프랑스어의

서영지(서울대)

규범 문제에 관하여

15:10~15:50

전지혜(숙명여대)

14:30~17:30

상호문화와 프랑스의

이현주

언어문화정책:

(서울과학

현실과 원칙의 갈등

종합대학원)

휴식

15:50~16:10

문화콘텐츠 활용을
16:10~16:50

유은순(인하대)

통한 상호문화성

홍승현(상명대)

연구
부분관사에 대한
16:50~17:30

이은미(충북대)

고정관념에 대하여

박혜선(연세대)

제3분과 교육: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성
사회자: 김진하(서울대)
시간

장소: J207
발표자

발표 제목

토론자

프랑스어 교수학습에서의 학습자
14:30~15:10

윤현(한남대)

상호문화역량 계발

서정연(서울여대)

방법에 관한 제언
14:30~17:30
대학 fle
15:10~15:50

정우향(서강대)

교육과정에서의

권순홍(경희대)

상호문화교육
휴식

15:50~16:10
16:10~16:50

Guillaume

SNS 시대의 프랑스어

JEANMAIRE

교육(FLE)

한민주(이화여대)

(고려대)
육사의 프랑스어
16:50~17:30

교육과 다문화

이강호(육사)

고길수(서울대)

교육체계 발전 방향

<Atelier FLE :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l’interculturalité>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l’interculturalité
시간

장소: J217

사회자: 김미연(압구정고)

발표

발표 제목
Construire une unité didactique centrée sur

Serge BORG
14:30~15:45

l’interculturalité.

(Univ. de Franche-Comté)

14:30~17:30

상호문화성과 교수법

휴식

15:45~16:10
박진형

L'usage des TICE en classe de FLE

16:10~17:00
(용인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

토론

17:00~17:30

18:00~20:00

저녁 만찬

곤자가 컨벤션(B1)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7년 가을정기학술대회 장소 안내
1.

행사장 약도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J관) -22, 곤자가컨벤션(B1) – 20

※ 후문(약도 19번)과 학회장소(약도 22번)가 더 가깝습니다.
http://www.sogang.ac.kr/intro/campus/c_campusmap.html

2.

교통편

http://www.sogang.ac.kr/intro/campus/c_roughmap.html
3.

주차안내

교내 주차장 이용시 반일/종일 주차할인권 구입 가능

Colloque annuel de la SCELLF 2017
«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l’interculturalité»

▫ lieu et les horaires: 14, octobre 2017 de 12h 30 à 18h
▫ bât. Jeong Hasang (J), à l’Université de Sogang, Séoul

Programme
< 12:30-14:20 Session plénière >

Session plénière

Session Plénières

12:30~
14:20

salle J107

12:30~13:00

Accueil et inscription

13:00~13:10

Discours d’ouverture

13:10~13:20

Assemblée générale
Intervention liminaire

13:20~14:10

Serge BORG (Université de Franche-Comté)
L’interculturalité dans la mondialisation des échanges et du savoir : Aspects
institutionnels, didactiques et humanistes

14:10~14:20

Discussion

< 14:30-17:30 Sessions parallèlles >

Salles des cours de J204/J202/J207

Atelier 1 : littérature francophone et interculturalité

Atelier 1 : littérature francophone et interculturalité

Modérateur: CHUN Jong-ho(Univ. Sogang)
Modérateur: CHUN Jong-ho(Univ. Sogang)
Horaires

Intervenant

14:30~15:10

KI Young-in
(Univ. nationale de Séoul)

15:10~15:50

CHOI Yoon-Kyoung
(Univ. de Chung-Ang)

salle J204
Thème

Débatteur

Romans interculturels ?
Aspects interculturels
dans Une fille Zhuang et
Ni d’Ève ni d’Adam

CHUNG Ji-yong
(Univ. Sungkyunkwan)

Une étude comparative
sur la recherche de la
solidarité dans le film

CHO Yunkyung
(Univ. d'Ewha)

coréen et français

14:30~
17:30

Pause café

15:50~16:10

16:10~16:50

JU Hyounjin
(Univ. L’Université
nationale de Chungnam)

KIM Jihyun

16:50~17:30

(Univ. de Sogang)

Le double aspect
du désaveu
dans Les Premiers Ecrits
d’Henri Michaux
: Les premiers écrits
désavoués et l’écriture
du désaveu
Le français
dans les œuvres
d’Assia Djebar

LEE Sinja (Univ. de
Sungkyunkwan)

JUNG Eui-Jin
(Univ. de Sangmyung)

Atelier
2 : Interculturalité dans les langues française et coréenne
Atelier 2 : interculturalité dans les langues française et coréenne
Modératrice: CHO Ji-suk(Univ. Sogang)
Modérateur: CHO Ji-suk(Univ. Sogang)
Horaires

14:30~15:10

Intervenant

Thème

Débatteur

BAE Jin Ah

Quel français doit-on
enseigner?
: le question de la norme
du français québécois

SEO Youngji
(Univ. nationale de Séoul)

(Univ. d'Inha)

CHUN Jihye

15:10~15:50
14:30~
17:30

salle: J202
salle J202

(Univ. féminine de
Sookmyung)

L'interculturel
et la politique
linguistique et
culturelle en France:
conflit entre la réalité et
le principe

15:50~16:10

LEE Hyunjoo
(ESTIS)

Pause café
É tude de
YOU Eun-Soon

16:10~16:50

16:50~17:30

(Univ. d'Inha)

l'interculturalité par
l'utilisation
du contenu culturel

RHEE Eun-Mee

A propos des

(Univ. nationale de
Chungbuk)

« idées reçues »
sur l’article partitif

HONG Seung-Hyun
(Univ. Sangmyung)

PARK Haesun
(Univ. Yonsei)

Atelier 3 : Enseignement du français et Interculturalité

Atelier 3 : enseignement du français et interculturalité

Modératrice: KIM Jinha ((Univ. nationale de Séoul)
Modérateur: KIM Jinha(Univ. nationale de Séoul)
Horaires

Intervenant

YUN Hyeon

14:30~15:10

14:30~
17:30

(Univ. Hannam)

salle: J207
salle J207
Thème
Comment développer
la compétence
interculturelle
en contexte
d'enseignementapprentissag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n Corée ?

Débatteur

SUH Jungyeon
(Univ. féminine de Séoul)

Quelle place

15:10~15:50

JUNG Woohyang
(Univ. de Sogang)

15:50~16:10

pour l'interculturalité
dans le curriculum
du fle à l'université

KWON Soon Hong
(Univ. Kyung Hee)

Pause café
Guillaume

16:10~16:50

JEANMAIRE
(Univ. Korea)

Enseigner le FLE

HAN Min-Joo

à l'heure des SNS

(Univ. d’Ewha)

LEE Kangho

16:50~17:30

(Académie Militaire de
Corée)

Réflection sur le
français et le système de
l'enseignement
multiculturelle

KO Kilsoo

à l'Académie Militaire

(Univ. nationale de Séoul)

de Corée

Modératrice
KIM Mi-yeon ( Lycée
Atelier FLE :: enseignement
dud'Apgujeong)
français et l’interculturalité
Modérateur : KIM Mi-yeon(Lycée d’Apgujeong)
Horaires
14:30~15:45

Animateur

Thème

Serge BORG
(Univ. de Franche-Comté)

15:45~16:10
14:30 ~
17:30

salle J217

Construire une unité didactique
centrée sur l’interculturalité.
Pause café

BAHK Jinhyoung
16:10~17:00

(Lycée rattaché à l'Université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de

L'usage des TICE en classe de FLE

Yongin)
17:00~17:30

18:00~20:00

Discussion

Dîner (buffet)

*

Gonzaga convention(B1)

Information pratiques

1. Lieu du colloque : bât.

Jeong Hasang - 22, Gonzaga convention -20, à l’Université de Sogang

2. Moyens de transport :
Métro : Ligne 2, Station "SINCHON" et ligne 6, Station "DAIHEUNG"
Plan pour se rendre au cam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