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

◾◾ 2분과:

스마트 시대의 프랑스 문학과 문화

◾◾ 2분과:

스마트 시대의 프랑스 문학과 문화(14:00~16:35)
사회: 김진하(서울대)

•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28일(토) 12시 ~ 18시 30 충북대학교
• 주제: “스마트 시대의 프랑스어문교육”

시간

발표자

14:00~14:35

황혜영(서원대)

14:35~15:10

백경선(가천대)

“Enseign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à l’ère numérique”

• 프로그램

◾1부: 기조강연 및 총회(12:00~14:00)
시간

담당자

12:00~12:20

접수

12:20~12:25

개회 및 환영사

총무/학회장

12:25~12:30

축사

충북대 인문대학장

기조강연

사회자: 손현정(연세대)

Le rôle des invariants langagiers dans
la construction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강연자: Sylvester N. OSU
(Université de Tours)

13:30~13:50

총회

총무

13:50~14:00

연구 윤리 교육

학술

15:25~16:00

이채영(성신여대)

‘문학 경험’을 위한 프랑스 문학 수업의 한 사례

이찬규(숭실대)

16:00~16:35

고봉만(충북대)

디지털 시대의 감각 박물학 수업

박아르마(건양대)

◾◾ 3분과:
◾◾

자유주제 발표

3-1분과: 자유주제 발표_1(16:45~18:15)
사회: 이경수(상명대)
시간

발표자

16:45~17:15

김서영
(Strasbourg대학)

제 목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지시 연쇄 현상 비교 연구

백고운(경상대)

화용화 현상 연구와 프랑스어 교육

17:45~18:15

신선옥(강원대)

양태와 대화 인용: 불한 비교문법 연구

3-2분과: 자유주제 발표_2(16:45~18:15)
사회: 정우향(한국교원대)

스마트 시대의 프랑스 언어학과 교육
스마트 시대의 프랑스 언어학과 교육(14:00~16:35)
사회: 이은령(부산대)

시간
14:00~14:35

14:35~15:10

16:00~16:35

성구현상으로 본 문화 - 동물 명사를 포함한 성구소를 중심으로

17:15~17:45

전승화(이화여대)

사무엘 베케트의 <진정제>를 통해서 살펴본 숨과 심박동

17:45~18:15

염혜민(서울대)

프랑스어 지시한정사의 특이한 사용과 용법 분류

제 목

토론자

한민주
(이화여대)

프랑스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혜선

◾◾ 4분과:

교수법 아뜰리에

◾◾ 4분과:

김정연
(한국외대)

김경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번역시장 상황을 반영한 스마트 시대의
실무 번역교육 사례연구
2021년 프랑스 바칼로레아, 그 변화와 시사점

교수법 아뜰리에(16:45~18:15)
사회: Rodolphe MEIDINGER(충북대)

휴 식

15:10~15:25
15:25~16:00

제 목

김미현(서울대)

역동적 상호작용을 위한 스마트 강의실
활용 사례 연구

이현주

발표자

16:45~17:15

윤 현

(인천대)

시간

장소: N16-1, 125호

장소: N16-1, 123호

발표자
(한남대)

장소: N16-1, 123호

17:15~17:45

◾◾

◾◾ 1분과:

서옥원(이화여대)

휴 식

◾ 2부: 분과별 발표 및 토론(14:00~16:35)
◾◾ 1분과:

토론자

이신자(성균관대)

장소: N16-1, 127호

내용

12:30~13:30

제 목

AI 시대, 난센스 문학의 번역: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프랑스어 번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 강의혁신 방안으로서 프랑스
문화의 플립러닝 강의사례

15:10~15:25

◾ 1부: 기조강연 및 총회(12:00~14:00)

장소: N16-1 121호

남윤지

시간

(한국외대)

전경준
(한국교원대)

16:45~18:15

장소: N16-1, 325호

제 목

담당자

Quelques outils numériques collaboratifs au service
de la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Guillaume JEANMAIRE

Cinéma francophone en classe de fle : activités
langagières et culturelles en classe, complétées en ligne

Arnaud DUVAL

(고려대)
(한국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