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 OCW 참여 강의 개요
※ 실제로 진행된 강의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교과목개요

교과목키워드 중세, 중세 프랑스문학, 트루바두르, 프랑수아비용, 기욤 다키텐, 조프레뤼델, 마르카브뤼, 세르카몽, 샤를 도를레앙, 뤼트뵈프, 외스타

슈데샹, 크리스틴드피장, 티보드샹파뉴, 여성들의노래, 바느질노래, 여명시, 전기, 석명, 사랑, 주관성, 궁정풍사랑

교과목소개 11세기 남프랑스 트루바두르들의 전기와 석명, 그리고 관련되는 그들의 작품에서 15세기 프랑수아 비용의 작품까지, 대표적인 중세

시들을함께읽고감상해봄으로써중세문학의특징과중세시인들의시세계를파악하는계기를마련하도록한다.

주교재 프랑스고전시강독텍스트(자체제작한 pdf 파일)/<중세, 사랑과매혹의노래>(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2018)

교과목학습목표 남프랑스 트루바두르들의 생애를 짧게 기술한 <전기>, 특정 작품의 맥락을 설명하는 <석명>, 그리고 관련되는 그들의 시를 강독함

으로써, 중세트루바두르들의시세계를파악하고이들이주창했던새로운사랑의의의를되짚어보는데에서출발해중세후기의대

표적인시인프랑수아비용과샤를도를레앙의작품에이르기까지중세의특징적인작품들을함께읽고먼과거와오늘의우리를연

결하는 가교를 만들어보도록 한다. 다만 수강생들이 중세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텍스트는 현대프랑스어 번역을 활용

하도록한다.

교수자명 김준현

[선택] 교과목명 (영문)

교과목명 (국문) 프랑스고전시



2. 주차 별강의내용및연관파일명

12 샤를 도를레앙, 세르카몽 En regardant vers le païs de France 11월 강독텍스트

11 크리스틴 드 피장

Com turtre suis sanz per toute seulete

De triste cuer chanter joyeusement

Seulete suy et seulete vueil estre

11월 강독텍스트

10 외스타슈 데샹
Balade 13(Uns païsans ot un mastin)

Balade de la maniere d’etre a la court
11월 강독텍스트

9 여성의 노래(바느질 노래)
Bele Doette as fenestres se siet

Gaiete et Orïour
트루바두르-바느질 노래 텍스트

8 중간고사

7 트루바두르의 시 세계 (2) Marcabru, A la fontana del vergièr 트루바두르-바느질 노래 텍스트

6 트루바두르의 시 세계 (1) Guillaume IX, Ab la doçor del temps novèl 트루바두르-바느질 노래 텍스트

5 중세시와 현대시 (4) 루이 아라공, 행복한 사랑은 없다 강의안_크노 및 상형시 관련

4 중세시와 현대시 (3)
기욤 아폴리네르, (상형시) 넥타이와 시계

로베르 데스노스, 마지막 시
강의안_크노 및 상형시 관련

3 중세시와 현대시 (2)
레몽 크노, 하나의 시법을 위해

기욤 아폴리네르, (상형시) 넥타이와 시계
강의안_크노 및 상형시 관련

2 중세시와 현대시 (1) 기욤 아폴리네르, 미라보 다리 강의안_아폴리네르(미라보 다리)

1 강의소개 강의소개 및 과제 관련 논의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6 기말고사

15 티보 드 샹파뉴, 여성의 노래

Ausi conme unicorne sui

Jeu-parti

Belle Yolanz en ces chambres seoit

12월 11일 보강수업 텍스트

14 외스타슈 데샹, 여성의 노래

Balade amoureuse

Chansons de femme anonymes

Chansons d’aube anonymes

12월 강독 텍스트

(12월 8일 수업 강독 자료)

13 프랑수아 비용, 외스타슈 데샹

8행시 XCIV

Rondeau(Mort, j’appelle de ta rigueur)

BALLADE POUR PRIER NOTRE-DAME

Ballade à s’amie

Ballade 65(La guerre fait plus de mal que

l’amour)

11월 강독텍스트 (2)

Rondeau CCCXXV

Rondeau XXIII

Quant l’aura doussa s’amarzís

11월 강독텍스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