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및 회원동정
2016 추계학술대회 <누가 타자성을 주장하는가? 상상의 타자로부터 인공지능까지>
일 시: 2016년 10월 8일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주 최: 한국미술이론학회
[기조발표]
권성우(숙명여자대학교): 문학과 타자성: 재일 조선인 작가의 글쓰기에 나타난 타자성을 중심
으로
[제1부] 사회: 김호근(한국예술종합학교)
신상철(고려대학교): 고전의 타자: 1760년대 조셉 마리 비엔과 루이 라그르네의 신고전주의
최병진(서울여자대학교): 공간적 타자와 역사적 상상력: <오마이의 초상>
이문정(이화여자대학교): 경계와 이질성의 재구축: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의 작품에
재현된 타자성
[제2부] 사회: 이보연(성신여자대학교)
주하영(성공회대학교):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예술과 타자성
이재준(중앙대학교): 사물의 인상학: 19세기 신경과학에서 타자의 얼굴이미지와 기계의 표현
정연심(홍익대학교): 한국 초기 퍼포먼스와 타자화 된 예술가의 몸
[종합토론] 좌장: 김희영(국민대학교)
2016년 정기총회

전혜숙 회원은 2015년에 출판한 저서 『포스트휴먼시대의 미술, 신체변형미술과 바이오아트』가
2016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데 이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성과 50선
(인문사회 30선, 이공계 20선) 중에 선정되어 교육부 부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다.
정은영 회원은 2016년 9월 현대미술사학회 제 1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은정 회원은 저서 『동상』(다할미디어, 2016)을 출간하였으며, 모란미술관에서 《한국 돌조각의
방법》展(2016. 8. 19-2016. 9. 30)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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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3일, 한국미술이론학회 제3대 회장이셨던 경북대학교
박남희 교수님께서 향년 6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故 박남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프랑스 툴루즈 제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작년 퇴임하시기까지 경북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한국미술이론학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학회지 『미술이론과 현장』
22호를 고인께 헌정하고자 합니다.

故 박남희 교수님 약력
1974. 0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1976.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1980. 10

프랑스 툴루즈 제2대학 미술사학과 미술사학박사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조교수(1980. 10~1982. 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1982. 3~2016. 8. 13)

주)여성신문사 대구지사장(2000. 5~2002. 12) |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장(2001. 6~현재) | 경북대학교
디지털아트콘텐츠연구소장(2006. 8~2011. 7) | 경북대학교예술대학장(2006. 3~2008. 2) | 경북대학교미술관장
(2006. 4~2008. 3) | 대구경북여교수회장(2006. 5~2010. 4) | 한국미술이론학회장(2008. 2~20010. 2) | 한국디지
털아트협회 지도교수(2008~2010) |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장(2009. 7~2010. 12) |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장(2010. 3~2011. 8) | 경북대학교여교수회장(2010) | 이인성미술상운영위원(2009~2010), 운영위원장(2010) | 대
구 아트스퀘어 운영위원장(2011) | 고금미술회 공모전 심사위원장(2004) 및 지도교수 | 대구시 건축위원, 경상
북도 문화재위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대구시립미술관 소장품심의위원,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심의
위원, 포항시립미술관 운영위원, 대구시수성구광고물 심의위원, 대구시달성군 건축위원, 아트울산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아트경주조직위원회 위원, 대구서구 건축위원,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위원 역임 | 대구미술관 운영위
원 | 포항시 건축위원 | 대구시 동구 인사위원 | 대구동구문회재단 이사 | 대구시수성구건축위원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 아카이브 편집위원 | 한국미술협회 회원 | 대구미술협회 회원 | 청백여류화가회 회원 | 여류 100
호회 회원 | 한울회 회원 |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원 | 세계여성미술가협회 IWAA 회원 및 한국지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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