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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12월 13일(수)-15일(금)
한국영어영문학회는 2017년도 국제학술대회를 12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국내외의 학자 20명이
초청되어 기조강연 및 기획주제 세션에 참여하며, 20여 관련 전문학회와 대학원생 세션을
포함 52개 세션에서 총 1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학술대회가 뜻깊고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학회와 회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학술대회는 영어 세션과 우리말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어와 영어영문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획세션도 준비했습니다.
바뀐 대입 영어정책과 초연결과 초지능의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상황에서 현재의 대학 영어
영문학 교육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영어영문학의 미래를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에 참여하여 영어영문학의 후속세대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참가신청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ellak.or.kr)를 통해 신청해 해주시고 등록비도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트북
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날짜: 2017년 12월 13일(수)-15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http://www.hoam.ac.kr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봉천동) 239-1, 전화: 02-8800-300)
주제: 문학으로 권리를 말하다
(“Narrating Rights: Literary Texts and Human, Nonhuman, and Inhuman Demands”)
∙2017년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조철원(서울대)
부위원장: 강규한(국민대) 이종우(홍익대)
위원: 계정민(계명대) 박미경(경기대) 박정만(한국외대) 우정민(덕성여대) 이동신(서울대)
이원주(방송통신대) 이형숙(이화여대) 한미야(총신대)
∙기조강연

⁃Jongsook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Reformation of the Human: Ekphrasis, Iconoclasm, and Sympathy
⁃Alan Durant (Middlesex University London, UK)
A Story of Rights: from Word and Conceptualisation to Law and Cultural Narrative
∙기획세션

Special Session 1: “Right Now and Beyond”
⁃Chun-yen Chen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The Right to Proper Narrative Time: Literature in the Age of Immediacy

2

ELLAK Newsletter

⁃Paul Armstrong (Brown University, USA)
Neuroscience and the Social Powers of Narrative: How Stories Configure Our Brains
⁃Hyewon Shin (Korea University, Korea)
Animals, Cyborgs, and the Undead: Poe and Posthumanism

Special Session 2: “Enlightening Modern Rights”
⁃Kaz Oishi (University of Tokyo, Japan)
Ramifying Discourses on Citizenship Rights: Wordsworth, Coleridge, and a Forgotten Friend and
Reformer
⁃Lynn Festa (Rutgers University, USA)
Slavery, Human Rights and the Enlightenment’s Political Animals
⁃Suh-Reen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reaturely Right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Special Session 3: “Humane Rights”
⁃Haerin Shin (Vanderbilt University, USA)
The (Non-)Lives of Artificial Personalities; The Machinic Other in Greg Egan’s Permutation
City
⁃Crystal Parikh (New York University, USA)
The Innocents: Reading Refugees in National Culture and Transnational American Literature
⁃Jung-Hwa Lee (Chosun University, Korea)
(Non)human Rights and the Pitfall of Empathy: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Special Session 4: “Rights in Motion”
⁃Peter Marks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Narrating Privacy: Utopian and Dystopian Visions of Surveillance
⁃Ruth Barton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Narrating Clerical Sexual abuse
⁃Joon Hyung Par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Silencing, Mourning, or Redressing the Indigent Sublime: Human Law versus Divine Law in
Anouilh’s Antigone
Special Session 5: “Renaissance of Rights”
⁃Jennifer Rust (Saint Louis University, USA)
Governmentality and the Space of Emergent Rights in Shakespeare’s Measure for Measure
⁃Hong Won Suh (Yonsei University, Korea)
밀턴과 피조물의 권리(가제)
⁃Seon Young Ja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Bridging Performance and Philosophy: Romeo and Juliet in Korea
∙기획주제 세션: “영어와 영어영문학의 현재와 미래”
⁃안성호(한양대) 4차 산업혁명과 영어 관련 전공
⁃이용원(서울대) 실제적 영어의 필요성과 국내의 영어 현실
⁃김양순(고려대) 영어ㆍ영문학과 교과과정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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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비, 숙박, 점심식사 및 교통편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참가등록비: 등록비는 하루를 참가하셔도 동일합니다.
⑴ 회원 및 참가자: 사전등록-45,000원, 현장등록-50,000원
⑵ 대학원생: 사전등록-18,000원, 현장등록-20,000원
*사전등록 기간: 2017년 11월 23일(목)부터 12월 10일(일)까지입니다.
*등록비를 납부하신 분은 14일(목요일)에 개최되는 리셉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 객실 형태 및 가격: 1실 1일 가격(10% 할인가격이며 부가세 포함된 금액)
⑴ 1실-1인실(double 1개): 94,000원
⑵ 1실-2인실(single 2개): 94,000원
*숙박은 필요하신 경우 예약만 해드립니다. 숙박비는 퇴실하실 때 호암교수회관에 직접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식사: 1회 식사비-9,900원(부가세 포함된 금액)
*단체식사는 14일(수)-15일(목) 2일간의 점심식사 2회입니다
*단체식사비는 학회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4. 교통편: 소식지 8쪽을 참조하세요.
학술대회 첫날(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일정이 등록은 12시 30분, 학술발표는 오후 1
시 30분부터 시작되오니 각 지역에서 출발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차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십
시오.
5. 학회구좌번호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예금주: 사단법인한국영어영문학회)
6. 참고사항: 등록비와 식사비만 학회로 송금하시고 숙박비는 직접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참가신청서 등록 방법:
1. 학회 참가신청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ellak.or.kr) 메인화면의 [2017년 국제학
술대회] 또는 [참가신청 접수] 항목을 누르면 신청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에 작성하시
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017년 국제학술대회] 항목을 누르고 [참가
신청 접수 조회] 항목을 누르면 서식이 나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등
록]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쓰실 때 반
드시 예와 같이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야 합니다. 예: 010-1234-5678)
3. 참가 등록비는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사전등록 접수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발표요약문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11월 25일까지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시면 “발표집”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실 곳: 학회이메일 ellak11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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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어문학길라잡이 시리즈 4, 5권 발간 예정
학회가 한국문화사와 제휴하여 발간하고 있는 영미어문학길라잡이 시리즈 제4권과 제5권이
12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원선생님께서 계신 대학 도서관에서 구입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장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제4권:『영국근대소설』(한국문화사, 2017년 12월)
제5권:『미국근현대소설』(한국문화사, 2017년 12월)

∎제11기 시민강좌 성료: 9월 21일(목)-11월 16일(목), 예술가의 집
올해 제11기 시민강좌는 9월 21일(목)부터 11월 16일(목)까지 “영미문학과 소통”이란 주제
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8회의 강연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
원 내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선생님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준수(서울대) 소통의 관점에서 보는 문학텍스트의 난해성
민병천(서울대) 문학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좌절―영국 낭만주의 의 경우
최재헌(경북대) 르네상스 영문학과 소통의 리더십
배현(목포대) 미국 현대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
이미영(백석대) 근대초기 여성작가의 소통―여성혐오담론을 중심으로
김선형(영문학 전문번역가) 문학번역과 소통
박제철(연세대) 현대 아시아 영화/미디어에서 유령적인 것과의 정동적 소통의 가능성
박인찬(숙명여대) “어떻게 로봇을 두려워할 수 있죠?”―인간, 기계, 그리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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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박주현(연세대) 안선영(고려대) 이용원(서울대)

∎회원 동정
김욱동(UNIST) A&HCI 논문 “MURDER IN THE ROYAL PALACE: A Four-Act Play by
Younghill Kang” Asian Theatre Journal 34:1 (2017); “Robert Frost and East Asian
Connections” ANQ 30:3 (2017); “Nikos Kazantzakis's ZORBA THE GREEK:
Another Echo of Henri Bergson” The Explicator 75:3 (2017); “Lost in
Translation: (Mis)translation of Foreign Film Titles in Korea” Babel 63:5 (2017)
게재.
조일제(부산대, 대표저자), 엄정옥(원광대, 공동저자), 임윤수(원광보건대, 공동저자)『D.H.
로렌스의 문학세계―동과 서의 비교문학적 고찰』발간(한빛문화사. 2017. 10).

『영어영문학』 논문투고 안내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영어영문학』의 논문 투고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1.『영어영문학』은 1년에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되며
3월호와 9월호는 영어논문, 6월호와 12월호는 영어와 한글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 투고마감일은 각 발행일 45일전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편집위원회로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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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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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은 반드시 원어민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투고된 논문은 학연과 지연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보장하며 판정위
주의 심사가 아니라 논문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심사평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논문투고와 관련된 문의나 연락은 편집위
원회 이메일 ellak_journal@daum.net이나 편집총무(010-7670-8610)에게 문의하십시오.
64권 1호(2017년 봄호)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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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2017년 12월 13일(수화)-15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성명

성별

남(

) 여(

)

학교명
연락처
회원구분

등록비

휴대전화:
회원 및 참가자(

이메일주소
) 대학원생(

)

회원 및 참가자: 현장등록 50,000원(
회원 및 참가자: 사전등록 45,000원(
대학원생: 현장등록 20,000원(
)
대학원생: 사전등록 18,000원(
)

)
)

*사전등록 마감일: 2017년 12월 10일(일)까지 등록비 학회로 송금 완료
*학회계좌번호: KEB하나 158-890024-39104(예금주:사단법인한국영어영문학회)
숙박일수
12월 13(수)14일(목) 2박

객실형태

가격

1인실: double 1 (
2인실: single 2 (

)
)

1인실: double 1 (

2인실은 함께 사용하실
분을 적어주십시오.

188,000원
188,000원

)

94,000원

12월 13(수) 1박
2인실: single 2 (

숙박

)

1인실: double 1 (

94,000원
)

94,000원

12월 14(목) 1박
2인실: single 2 (

)

94,000원

*위 금액은 10%할인되고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숙박비는 퇴실하실 때 개별적으로 호텔에 지불하십시오.
*2인실을 신청하신 경우 함께 사용하실 분을 적어주지 않으시면 학회에서 임
의로 정해드립니다. 그러나 동숙하실 분이 안계시면 1실 1인 사용비를 지불하
셔야 합니다.
14일(목) (
) 15일(금) (
)
점심식사

참고사항

*식사비는 학회로 송금하여 주십시오.
1. 해당하는 (
) 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등록비와 식사비는 학회로 송금하시고 숙박비는 호암교수회관에
직접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3. 학회구좌번호: KEB하나은행 158-890024-39104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영어영문학회)

보내는 곳:
1. 학회 홈페이지(http://www.ellak.or.kr) 메인화면에 있는 “참가신청서 접수” 항목에서
신청하십시오.
2. 참가신청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목)부터 12월 10일(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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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교수회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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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출구)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
-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 마을버스[관악-02]는 2~3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 마을버스 운행 시간 (낙성대역 출발 기준) - 첫차 06:00 / 막차 00:15
버스
461, 641, 643, 5413, 5424, 5520, 5524, 5528 이용 낙성대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
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승용차
4남부순환도로에서 낙성대(이정표:서울대후문) 방면으로 좌.우회전 하여 1.5km 직진하
여 좌측 위치
내비게이션 이용시 입력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구주소 : 봉천동) 239-1
지방에서 오실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초IC에서 사당방면으로 P턴 → 남부순환로 이용하여 낙
성대(이정표: 서울대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5km 직진하여 좌측 위치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실 경우
1) 리무진 버스 → No.6017(인천공항 Gate 6B탑승) → 호암교수회관 직행 1시간 20분
(80분)
2) 리무진 버스 → No.6003(인천공항 Gate 12B탑승) → 김포공항 국내선 → 서울대학
교 정문 → 택시 이용 → 호암교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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