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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영 어 영 문 학 회 소 식

발행인 박종성

한국영어영문학회 제38대 회장 취임사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제38대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을 맡게 된 충남대의 박종성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6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와 변
화의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1954년 창
립 이래로 한국영어영문학회는 지난 64년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및 회원님들 덕분에 한국 인문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글로벌
인문학 연구의 허브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영어 관련 모(母)학회로서 한국영어영문학회는 국제학술대회, 미국학 시민강좌, 우수등재학
술지 영어영문학 발간, 대학원 세미나, 우수논문상 및 저술상 선정, 국가 영어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학회 임원
진의 열정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과 참여로
권위 있는 학회의 명성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2019년 국제학술대회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됩니
다. 이번 주제는 “전쟁과 폭력 서사를 통한 세계시민 교육”(Nurturing Global Citizens within
War and Violence Narratives)입니다. 세계시민 교육은 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
며,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영문학 연구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넓은 의미의 교양교육에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영문학 전공자들이 전쟁과 폭력 서사를 정치적, 심리적, 윤리적,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할 것
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및 영어권 국가들 출신의 학자들
이 강의실에서 어떤 작품을 강의하며, 어떤 강의법을 활용하는지, 어떤 교육철학을 추구하는
지를 알아보는 유익한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인문학적 사유, 담론, 통찰을 한데
모으고 확산하는 플랫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영어영문학회는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에 관심을 두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영어
의 비중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습니다. 학회는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영어교육 정책, 대학의 교양 영어교
육 개선, 그리고 국가의 영어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정책을 변화시킬 동
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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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어영문학의 위기를 실감합니다. 위기상황을 잘 대처하려면 회원님들의 결속과 영어
관련 학술단체(한국영어학회, 한국영어학학회, 한국영어교육학회 등), 전문학회(소학회), 권역
별학회(지역학회)와의 협조와 상생이 필요합니다. 영어영문학 연구자들이 처한 상황이 안온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학회를 맡아 국제학술대회와 주요 학회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신 여건종 전임회장님과 임원진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학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제38대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 박종성 드림

n 38대 상임이사, 감사, 이사 명단
• 상임이사: 임기(2019년 2월~2020년 1월)
수석부회장: 강규한(국민대)
부회장: 김태원(서강대) 정이화(성신여대)
총무이사: 조동인(인하공전)
재무이사: 이윤진(고려대)
연구이사: 박주영(순천향대) 안선영(고려대) 이주리(전남대) 이혜수(건국대)
장성진(중앙대) 조청희(경희대) 홍옥숙(한국해양대)
섭외이사: 박선화(건국대) 박하정(원광대) 이정화(조선대)
정보이사: 김홍기(광운대)
• 감사: 임기(2019년 2월˜2020년 1월)
조애리(카이스트) 최영진(중앙대)
• 이사: 임기(2019년 2월~2020년 1월)
김용규(부산대) 김일영(성균관대) 김현진(서울대) 민태운(전남대) 배현(목포대) 서홍원(연세대)
손정희(중앙대) 신경숙(연세대) 여건종(숙명여대) 이소희(한양여대) 이승복(숭실대) 이종우(홍
익대) 이형식(건국대) 장기윤(서강대) 정은귀(외국어대) 주혁규(경상대) 최주리(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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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9년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12월 16일(월)-18일(수)
2019년도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기조강연을
해주실 해외학자로 Brad Evans (Bristol University, UK), John Peters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만 등 5개국의 학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저명학자
를 초청합니다. 발표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형식,
발표신청 마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 소식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술대
회는 영어와 우리말로 진행됩니다.
• 주제: ｢전쟁과 폭력 서사를 통한 세계시민 교육｣
(“Nurturing Global Citizens within War and Violence Narratives”)
• 날짜: 2019년 12월 16일(월)~18일(수)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 2019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종성(충남대)
부위원장: 정이화(성신여대) 조동인(인하공전) 김홍기(광운대)
위원: 박주영(순천향대) 안선영(고려대) 이주리(전남대) 이혜수(건국대) 장성진(중앙대)
조청희(경희대) 홍옥숙(한국해양대) 박선화(건국대) 박하정(원광대) 이정화(조선대)
• 기조강연 및 초청학자 (3월 현재)
Keynote Speakers:
- Brad Evans (Bristol University, UK)
- John Peters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Invited Speakers:
- Maria Koundoura (Emerson College, USA)
- Seiwoong Oh (Rid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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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ul Armstrong (Brown University, USA)
- Stacy Hubbard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USA)
- Timothy Melley (Miami University of Ohio, USA)
- Yuan-Jung Cheng (Shih-Hsin University, Taiwan)
- Lauren Goodlad (Rutgers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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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s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ELLAK)
The 2019 ELLAK International Conference

“Nurturing Global Citizens within War and Violence Narratives”
• Organized by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ELLAK)
• Venue: Daejeon Convention Center, Daejeon, South Korea
• Date: December 16-18, 2019
• Deadline for submissions: July 31, 2019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ELLAK) is pleased to
announc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rturing Global Citizens within War and Violence
Narratives” to be held in Daejeon, South Korea, from December 16 to 18, 2019.
This year’s ELLAK theme was inspired by the current climate of rising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hostility around the world, as evidenced in Brexit, Islamophobia, and the Syrian
refugee crisis, to name a few of the major crises. With the rise of more fervent nationalistic
political movements worldwide, the long shadow of anxiety, fear, and uncertainty looms over
many countries and regions. Feelings of frustration have fed bitter resentment, and have, in
many cases, erupted into hostility against foreigners, minorities, refugees, immigrants, women,
people of differing religion, other races, and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defectors. These serious social problems have given rise to a need to gauge and contain
hostility through liberal education, which is a primary objective of English studies, and to
nurture global citizens who can be defined as people who are part of the wider world that
show respect their fellow human beings, wherever they live.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has never been so timely and urgent as it is today, as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going a transitional period from decades of hostility to a new
period of peace. Moreov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ference host city of Daejeon as the
historical site where an act of genocide committed by both sides of South and North at
onset of the Korean War in 1950 seems evident. The death toll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6,500. We may ask the following questions ourselves: Why do we wage wars?
How to heal the wounds of wars? How to prevent wars?
There are four aspects to consider deeply and critically in this conference: political,
psychological, ethical, and pedagogical. First, we will examine what is called war narratives
which depict and register violence and trauma. We can talk about Beowulf, The English
Patient, and Atonement, from ancient to contemporary. We can include the works by
Virginia Woolf, Sylvia Plath, and Kazuo Ishiguro, from essayist through poet to novelist. This
task will consider both political reasons for triggering wa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both
victors and victims. A scrutiny at the interface between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will be
very fruitful and rewarding.
In order to bring about a stable permanent peace without the threat of war, locally and
globally, an ethical dimension needs to be considered seriously. We aim to seek alternatives
to the politics of hostility rooted in violence, war, genocide, and exploitative capitalism by
sharing ideas and insights with academics from the East Asian area and English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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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We are keen to know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literary works
are taught? What teaching methods are used? What pedagogical philosophies are achieved?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what Joseph Brodsky said in his Nobel Prize acceptance speech in
1987: “As a form of moral insurance, at least, literature is much more dependable than a
system of beliefs or a philosophical doctrine”.
We believe that literature can have a transformative capacity on humans, evoking the
feeling of empathy which Zoe Heller called the “antidote to cruelty”. Literature is widely
considered as a viable tool for nurturing well-rounded global citizens. In his acceptance
speech of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2017, Kazuo Ishiguro also said, “Good writing
and good reading will break down barriers”. This rings true in a time of division and
conflict. We seek a great humane vision which enables us to overcome bigotry and denounce
what Levinas calls ‘totalistic thinking’. We will explore such philosophical terms as hospitality
(Levinas), responsibility (Derrida), and Eingedenken [memory] (Benjamin).
We invite papers that advance our commitment to ending the politics of fear which
disfigures our society, and promote the spirit of cosmopolitanism which celebrates the virtues
of hospitality and tolerance. Papers that address any conceivable intersection of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of hatred and violence, or of trauma and recovery, memory and oblivion,
brutal power and ethics are welcome.
The 2019 ELLAK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invites scholars, educators, students of
all specializing fields, to submit paper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to the topics
we have mentioned.
Topic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subjects:
• Literary representation of war, violence, and genocide
• On writing the war narrative
• Holocaust, Anti-semitism
• Psychoanalysis of hatred, trauma, mourning, and recovery
• The ideas and voices of the refugees, the exiles, the defectors
• Responses to arbitrary brutal state power
• Memory and oblivion of traumatic experiences
• Cor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ethics
• Globalization studies
•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transnational culture studies
• Diaspora studies
To apply for participation, submit your abstract and CV to 2019ellak@gmail.com by July 31,
2019.

n 회비납부 안내
학회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회원님들이 전문학회와 권역별 학회 소속이면서 한국영어영문학
회 회원인 경우가 많아 모(母) 학회에 회비납부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연 4회 발행하는 학회지의 출판비와 우송료에 보태 사용
하겠습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학회의 제반 사업과 다양한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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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납입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 (사단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 우체국: 010033-01-005590 (사단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 담당자: 전유진 사무국장 (ellak1198@hanmail.net)
• 학회 입회비･연회비 및 평생회비
- 입회비: 40,000원, 연회비(2019년도): 40,000원, 평생회비: 500,000원

또한 소속 학교의 도서관에 우리 학회의 도서관 회원이 되도록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납부하는 회비는 1년에 10만 원으로 학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n 학회발간 도서 추천 요청
아래 학회발간 도서를 회원님 소속 대학 도서관이나 학생들에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현대드라마-조지 버나드 쇼부터 조 오튼까지 ｜ 영미어문학 길라잡이 시리즈 1
한국영어영문학회 | 한국문화사 | 2012년 2월
• 미국현대드라마-수전 글래스펄부터 마가렛 에드슨까지 ｜ 영미어문학 길라잡이 시리즈 2
한국영어영문학회 | 한국문화사 | 2012년 2월
• 영국현대소설-조지프 콘래드부터 이언 매큐언까지 ｜ 영미어문학 길라잡이 시리즈 3
한국영어영문학회 | 한국문화사 | 2015년 12월
• 영국근대소설-다니엘 디포부터 허버트 조지 웰스까지 ｜ 영미어문학 길라잡이 시리즈 4
한국영어영문학회 | 한국문화사 | 2017년 12월
• 미국근현대소설-워싱턴 어빙부터 이창래까지 ｜ 영미어문학 길라잡이 시리즈 5
한국영어영문학회 | 한국문화사 |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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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7
7

ELLAK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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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동정
회원님들의 승진, 출간, 학회참석, 논문 발표 등 소식을 알려주시면 회원님들과 널리 공유하
겠습니다. 아울러 신입회원은 간단한 소식을 학회로 보내주시면 학회에서 다양한 안내 서비
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회는 영어영문학 연구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n 연락처･주소 변경 등
학회지를 받아보시는 주소나 전자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회 전유진 사무국장
(ellak1198@hanmail.net)에게 새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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