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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요 활동 보고
1. 2019년 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6.24.)
2. 제13회 대학원생위원회 세미나 성료 (6.26.)
3. 학회지 영어영문학 2019년 여름호 발간 (6.30.)

n 향후 주요 일정 요약
1. 버지니아 울프 전집 완간 기념 공동 심포지엄
(9.28.(토), 13:30~18:00,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 8동 101호)
2. 2019년 학술상 지원 신청 (마감일: 8.30.(금))
3. 국제학술대회 개최 (12.16.(월)~18.(수), 대전컨벤션센터)
4. 학술상 및 논문상 시상(12.17.(목))

n 2019년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영단협) 심포지엄 성료
지난 6월 24일, 2019년 영단협 제2회 심포지엄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 현황과 대안｣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등에서 대학에 이르는
학교 영어교육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하였습니다. 전국의 영어 관련 학회, 대학의 영어 관
련 학과, 기타 영어 관련 기관의 영어 및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영어 국가경쟁
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오후 14:00~17:00
2)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3) 주제: 2019년 영단협 제2회 심포지엄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 현황과 대안｣
주제 발표
1. 이윤 (한국외대 교수): 영양 불균형에 빠진 초등영어
- 공교육의 책무성을 말한다 2. 이경옥 (춘천 봄내중 교감): 고교 영어선택,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3. 김정태 (배재대 교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제인가? 절대점수제인가?
- 수능 영어시험의 타당성 논의와 제언
4. 강용순 (성균관대 교수): 대학(교양)영어, 이대로 좋은가?
패널 토론: 홍선호(서울교대), 한수미(한림대), 김영미(경희대), 서홍원(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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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13회 대학원생 세미나 성료
2019년 제13회 대학원생 세미나가 서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강우성 교
수님께서 ｢프로이트와 문학: 우리는 왜 고통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고,
40여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1)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12:00~18:30
2)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3) 주제: 미래의 과거: 초가속도 시대의 문학과 문화
(Future Pasts: Literature and Culture in the Era of Hyperacceleration)
4) 특강: 강우성(서울대), ｢프로이트와 문학: 우리는 왜 고통을 원하는가?｣
5) 후원: 서강대학교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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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버지니아 울프 공동 심포지엄 개최일 변경
1) 일시: 2019년 9월 28일 (토) 13:30~18:00
2) 장소: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 8동 101호
3) 공동 주관: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솔 출판사
개최 취지
버지니아 울프 전집 기획·번역 29년 만에 완간을 기념하고, 영국 문학의 아이콘으로서 버
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 작가들과 학자들의 울프
작품 수용 과정과 울프가 끼친 영향을 짚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부
1. 울프학회의 번역 전집 기획·발간 의도와 연혁 소개

정명희 (국민대학교 교수)

2. 버지니아 울프: 내포에서 외연으로 — 제이콥의 방,
댈러웨이 부인, 등대로, 파도 등을 중심으로

김정 (가톨릭대학교 교수)

3. 전쟁과 여성 그리고 돈 — 3기니, 자기만의 방을 중심으로

오진숙 (연세대학교 교수)

4. 밤과 낮: 꿈과 현실의 간극을 넘어 주체적 삶을 향한 욕망

김금주 (연세대학교 교수)

제2부
1. 영화 <Vita and Virginia> — 올랜도를 중심으로

손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2. Orlando Non Furioso: Virginia Woolf and Italian Renaissance
— Orlando: A Biography를 중심으로

윤혜준 (연세대학교 교수)

3.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기록의 주체성
— The Diary of Virginia Woolf를 중심으로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n 제13기 시민강좌 미개최 안내
미 대사관의 펀딩 지원 중단 및 행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년 하반기에 2019년
미국문학 강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n 제9회 영어영문학회 학술상 공모 안내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과 저서 집필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어영문학회 학술상을
마련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회원들이 최근 출간한 연구서 중에서 특별히 우수
한 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모 부탁드립니다. 수상작은 12월 연례학술대회에서 공표되고 영어영문학회장이 부상과
함께 시상합니다.
1) 심사대상: 2017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사이 국내외에서 출판된 연구서
2)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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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양식의 지원서 1부 ※학회 홈페이지-[자료실] 다운로드(클릭)
• 1쪽 분량의 저자 약력 1부
• 심사대상 저서 2부
3) 신청기간: 2019년 7월 1일(월) ~ 2019년 8월 30일(금)
4) 접수: 이메일 및 학회 사무실 우편 접수
※마감일까지 구비서류가 모두 도착한 경우에 한함.

n 2019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1)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18일(수)
2)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3) 주제: 전쟁과 폭력 서사를 통한 세계시민 교육
(“Nurturing Global Citizens within War and Violence Narratives”)
4) 발표 신청 및 요약문 제출방법: [학술대회 참가신청 안내(클릭)] 참조
5) 초청학자
Keynote Speakers:
-Brad Evans (University of Bath, UK)
-John Peters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Invited Speakers:
-Maria Koundoura (Emerson College, USA)
-Paul Giles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Pin-chia Feng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Taiwan)
-Joff Bradley (Teikyo University, Japan)
-Koshi Odashima (Waseda University, Japan)
-Stacy Hubbard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uffalo, USA)
-Timothy Melley (Miami University of Ohio, USA)
-Yuan-Jung Cheng (Xinya College, Tsinghua University, China)

◆ 학술대회 일정 안내
(1) 논문발표 신청기간

:

2019년

9월 30일 (월)

-

10월 11일 (금)

(2) 발표요약문 제출기간

:

2019년 10월 14일 (월)

-

11월

(3)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11월 11일 (월)

-

12월 13일 (금)

8일 (금)

Ⅰ. 학술대회 구성 및 진행
(1) 세션 구분: 관련학회 / 기획 / 대학원생 세션
1) 관련학회: 관련학회에서는 각 학회로 접수된 발표신청자를 중심으로 최대 2개의 세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2개 세션 신청 시, 1개는 영어 세션으로 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기획: 3~4명의 발표자가 특정 주제로 세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신청해 주십시오.
3) 대학원생: 타 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급적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

5

제86호

ELLAK Newsletter
합니다.
※ 개별적으로 발표를 신청하시는 분은 학회에서 임의로 구성한 기획세션으로 들어갑니다. 관련학회를 통해서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 진행: 한국어 및 영어
(3) 발표시간: 90분 (1세션 당)
II. 논문발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 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의 [논문발표 신청] 클릭
(2)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단체: 신청서식(클릭) 탑재)
Ⅲ. 발표요약문 제출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 학회 홈페이지 메인의 좌측메뉴 [발표요약문 접수] 클릭, 파일 탑재
(2) 발표요약문 분량: A4 용지 2쪽 이내 혹은 초록
1) 영문발표: 영문요약문 2쪽
2) 한글발표: 한글요약문 2쪽 + 영문초록
Ⅳ. 발표요약문 작성요령
(1) 모든 파일은 한글(hwp) 또는 워드(docx) 파일로 제출
(2) 제목은 가운데 정렬, 16포인트 진하게.
(3) 성명 및 소속명은 제목으로부터 2줄 띄운 다음 오른쪽 정렬로 작성.
(4) 본문은 성명에서 1줄을 띄운 다음 들여쓰기 5칸, 양쪽정렬로 작성. 10포인트.
(5) 글꼴은 모두 바탕체.
(6) 모든 주석은 각주.
(7) 발표요약문은 한글 발표는 한글로, 영문 발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한글 발표의 경우 영문초록(영
어제목 및 영문성명 포함)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발표요약문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규격 및 분량이 맞지 않거나 팩스로 보내신 원고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Ⅴ. 등록 안내
회원 및 일반

대학원생

사전등록

45,000원

현장등록

50,000원

사전등록

18,000원

현장등록

20,000원

(1) 현장등록: 현장 등록데스크 (현금 또는 계좌이체)
(2) 사전등록: 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의 [사전등록 접수] 클릭
※ 사전등록 기간: 2019년 11월 11일 (월) - 12월 13일 (금)
(3) 납입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영어영문학회)

n 신진학자 소개
2019년도 국제학술대회 리셉션장(12월 17일)에서 최근 1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신진학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
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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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 사이 국내외 대학의 영어영문학 및
영어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2) 접수마감: 2019년 11월 8일(금)까지
3) 제출서류: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 사진 1매
※학회 홈페이지-[자료실] 다운로드(클릭)
4) 접수: 이메일 접수 (ellak1198@daum.net)

n 회원 동정
• 김영민(동국대) 7월 29일~8월 2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린 ICLA(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 The XXII ICLA Congress에서 ICLA Council member로 선임.
• 장경렬(서울대) 대한민국학술원 신입 회원으로 선출.
• 정연선(육사) 잊혀진 전쟁의 기억—미국소설로 읽는 한국전쟁(문예출판사, 2019.6.)
출간.
회원님들의 승진, 출간, 학회참석, 논문 발표, 수상 등 소식을 알려주시면 회원님들과 널
리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입회원은 간단한 소식을 학회로 보내주시면 학회에서 다양
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회는 영어영문학 연구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
폼이 되겠습니다.

n 연락처･주소 변경 등
학회지를 받아보시는 주소나 전자메일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학회지를 PDF화일로 대신
받아보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학회 전유진 사무국장(ellak1198@daum.net)에게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n 회비납부 안내
학회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회원님들이 전문학회와 권역별 학회 소속이면서 한국영어영
문학회 회원인 경우가 많아 모(母) 학회에 회비납부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시
일반의 마음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연 4회 발행하는 학회지의 출판비와 우송료에
보태 사용하겠습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학회의 제반 사업과 다양한 활동을 위
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회비 납입계좌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

○ 우체국예금: 010033-01-005590

• 학회 입회비･연회비 및 평생회비
○ 입회비: 40,000원 ‖ 연회비(2019년도): 40,000원 ‖ 평생회비: 500,000원
• (소액) 기부를 환영합니다. 기부자에게는 학회 차원에서 예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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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영어영문학 논문투고 안내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우수등재학술지 영어영문학의 논문 투고
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한글 논문을 좀 더 많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회지가 연구자들에게 좀 더 친화적이면서 학문 후속세대를 배려한 변화의 모색이기
도 합니다.
1. 영어영문학은 일 년에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되며 3
월호와 9월호는 영어논문, 6월호와 12월 호는 영어와 한글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
다.
2. 투고마감일은 각 발행일 45일 전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편집위원회로 연락
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의 투고와 심사, 판정 등은 모두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 논문관리시스템
(JAMS)을 통해 진행이 되기에 http://ellak.jams.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투고논
문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게재논문의 연구범위는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비교문학 등 영어영문학과 관련된
모든 학문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논문은 반드시 논문작성법(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어논문 및 Abstract는 반드시 원어민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투고된 논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하며 판정위주의 심사가 아니라 논문
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심사평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논문투고와 관련된 문의나 연락은
편집위원회 이메일 ellak_journal@daum.net로 문의하십시오.

n 버지니아 울프 전집 발간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와 솔출판사에서 기획·번역 29년 만에 버지니아 울프 전집 (장편소
설 9권, 단편소설집 1권, 에세이 2권, 일기 1권, 총 13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아래 도서를
회원님 소속 대학 도서관이나 학생들에게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대로 | 버지니아 울프 전집 1 | 박희진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4월
∙ 파도 | 버지니아 울프 전집 2 | 박희진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4월
∙ 올랜도 | 버지니아 울프 전집 3 | 박희진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4월
∙ 제이콥의 방 | 버지니아 울프 전집 4 | 김정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5월
∙ 댈러웨이 부인 | 버지니아 울프 전집 5 | 정명희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5월
∙ 막간 | 버지니아 울프 전집 6 | 정명희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5월
∙ 출항 | 버지니아 울프 전집 7 | 진명희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6월
∙ 밤과 낮 | 버지니아 울프 전집 8 | 김금주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6월
∙ 세월 | 버지니아 울프 전집 9 | 김영주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6월
∙ 버지니아울프 단편소설 전집 | 버지니아 울프 전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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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7월
∙ 자기만의 방 | 버지니아 울프 전집 11 | 오진숙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7월
∙ 3기니 | 버지니아 울프 전집 12 | 오진숙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8월
∙ 울프 일기 | 버지니아 울프 전집 13 | 박희진 옮김 | 솔출판사 | 2019년 7월

(0318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607호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홈페이지: http://www.ellak.or.kr 이메일: ellak1198@daum.net
전화: (02)738-1198 팩스: (02)733-6502
구좌번호: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 (사단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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