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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요 활동 보고
1. 버지니아 울프 전집 완간 기념 공동 심포지엄 (9.28.)
2. 학회지 영어영문학 2019년 가을호 발간 (9.30.)
3. 영어영문학 한국연구재단 <2019년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n 향후 주요 일정 요약
1. 국제학술대회 개최 (12.16.(월)~18.(수), 대전컨벤션센터)
2. 학술상 및 논문상 시상 (12.17.(목))

n 2019년 버지니아 울프 공동 심포지엄 성료
지난 9월 28일, 2019년 버지니아 울프 공동 심포지엄 「버지니아 울프・페미니즘・그 너
머」를 개최하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전집 기획・번역 29년 만에 완간을 기념하는 이
번 공동 심포지엄에는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초대 회장인 박희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주
한영국문화원장 샘 하비의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영국 문학의 아이콘으로서 버
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작품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울프 작품의 수용과 그 영향을 짚어보
는 자리였습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일시: 2019년 9월 28일 (토) 13:30~18:00
2) 장소: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8동) 101호
3) 공동 주관: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솔출판사
4) 후원: 주한영국문화원

제1부

‖

사회: 신경숙 (연세대 교수)

1. “Only Connect”: 울프 학회와 울프 비평
정명희 (국민대 교수)
2. 버지니아 울프: 내포에서 외연으로, 그리고 다시 내포로

박은경
(충남대 교수)

김정 (전 가톨릭대 교수)
3. 『3기니』: 전쟁과 여성 그리고 돈
오진숙 (연세대 교수)
4. 밤과 낮: 꿈과 현실 가로지르기에 대한 욕망
김금주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제2부

‖

사회: 이소희 (한양여대 교수)

김영주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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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타와 버지니아, 그리고 불멸의 『올란도』
손현주 (서울대 교수)
2. 버지니아 울프와 단테: 새로움의 힘겨움
윤혜준 (연세대 교수)
3.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기록의 주체성
— The Diary of Virginia Woolf를 중심으로
이택광 (경희대 교수)

김부성
(이화여대 박사후과정연구원)
이주리
(전남대 교수)
박주영
(순천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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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9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12월 16일(월) - 18일(수), 대전컨벤션센터
본 학회 2019학년도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선생님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이번 학술대회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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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학자
▪ Keynote Speakers:
- John Peters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 Paul Giles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 Invited Speakers:
- Maria Koundoura (Emerson College,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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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가학회: 19세기영어권문학회, 미국소설학회, 한국18세기영문학회,
한국T.S.엘리엇학회,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한국비평이론학회, 한국셰익스피어학회,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한국현대영미시학회

◆ 학술대회 일정 안내
(1)

논문발표 신청기간

: 2019년 9월 30일 (월)

-

10월 11일 (금)

(2)

발표요약문 제출기간

: 2019년 10월 14일 (월)

-

11월 8일 (금)

(3)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11월 11일 (월)

-

12월 13일 (금)

I. 논문발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 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의 [논문발표 신청] 클릭
(2)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단체: 신청서식(▶클릭) 탑재)
※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추가로 발표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1월 8일까지 신청서식을 작성
하여 사무국 이메일로 발송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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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요약문 제출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 학회 홈페이지 메인의 좌측메뉴 [발표요약문 접수] 클릭, 파일 탑재
(2) 발표요약문 분량: A4 용지 2쪽 이내
1) 영문발표: 영문요약문 2쪽
2) 한글발표: 한글요약문 2쪽 + 영문초록
Ⅲ. 등록 안내 (참가신청)
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참가등록 및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회/발표/
토론자께서도 납부하셔야 하며, 하루를 참가하셔도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등록비는 발표자료집
을 비롯한 학술대회 개최비 및 리셉션(17일) 식비에 사용됩니다.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참가신
청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및 일반

대학원생

사전등록

45,000원

현장등록

50,000원

사전등록

18,000원

현장등록

20,000원

※ 사전등록 시 등록비 할인

(1) 현장등록: 현장 등록데스크 (현금 또는 계좌이체)
(2) 사전등록: 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의 [사전등록 접수] 클릭
(3) 납입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영어영문학회)
Ⅳ. 교통 및 숙박 안내
(1) 교통편 (DCC 홈페이지 참조(▶클릭)
1) 기차 이용시
∙ 대전역(경부선) ↔ DCC : 택시 이용시 약 20분 / 버스 이용시 약 30분 (705번)
∙ 서대전역(호남선) ↔ DCC : 택시 이용시 약 35분
2) 고속버스 이용시
∙ 대전청사역  DCC : 버스 이용시 약 15분 (911번) / 택시 이용시 약 10분
3) 승용차 이용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도룡동 4-19) 대전컨벤션센터
∙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무료(매 30분마다 500원 과금) / 1일 5,000원
(2) 숙박: 숙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 롯데시티호텔-대전(▶클릭) ※ DCC와 도보 5분거리
∙ 숙박비: 1박 120,000원 (조식: 20,000원 추가) ※ 부가세 포함가
∙ 결제방법: 체크아웃시 개인결제
신청인
체크인-체크아웃 (0박)

예: 홍길동
예: 12월16일-18일(2박)

숙박인원/베드타입
조식신청

예: 2인 / 트윈
예: 17일,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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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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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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요섭(군산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20년판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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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지 영어영문학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 학술지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 지원금액: 1천만원
• 선정과제수 : 국내 학술지(정량평가) 159과제(선정율 26.9%)
• 지원기간: 2019년 10월 발행부터 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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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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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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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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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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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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