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한국영어영문학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를 마련

2014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어영문학 교육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영문학 교
육이 시작된 지는 연희전문 영문과를 시작으로 거의 100년이 되었습니
다. 오랜 세월 영어영문학과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서 수많

한국영어영문학회 창립

60 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역사박물관 찾아오시는 길
행사장(동국대) 안내 교육 은
영어영문학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은 졸업생을 배출했고, 각계각층 진출한 졸업생들은 눈부신 성취를 이
뤄내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짧은 대학 4
년 영어영문학 교육은 뜻밖에도, 졸업 후 내내 삶의 독특한 질과 기호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영문과를 졸
업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섯 분의 졸업생을 초청하여
영어영문학과 교육이 각자의 커리어에 어떤 방식으로 보탬이 되었고,
진로를 모색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
험사회, 잉여사회, 계급사회, 슬픈 이름들로 묘사되는 우리의 시대, 힘과
용기를 얻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4년 10월 15일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 전수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 2가 2-1)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 7, 8번 출구 (7분 소요)
서대문역 4번 출구(8분 소요)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10분 소요)
| 버스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하차
역사박물관 안내데스크: (02)724-0274~6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 3시~5시 30분
장소:중구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주소: 서울시
필동로 1길 30(필동
3가 26)
대상: 3호선:
대학생,동대입구역
고등학생,
| 지하철
6번일반인
출구
|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

한국영어영문학회(http://www.ellak.or.kr)
E-mail: ellak1198@hanmail.net
전화: (02)738-1198

사단
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607호(신문로 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전화: (02)738-1198 팩스: (02)733-6502 Email: ellak1198@hanmail.net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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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주 교수(충남대학교)

|이시혁

15:00~15:05 인사말
한국영어영문학회 전수용 회장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
SK Planet 고문
SK Planet, M&C 부문장(전무)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

15:05~15:10 축하인사
주한미국대사관 Michelle Outlaw 공보관

	TU 미디어 컨텐츠본부장(상무)

역사재단 등 자료집 및 보고서 번역 다수

15:10~16:50 강연
15:10~15:30 이시혁, SK Planet 고문, SK Planet, M&C 부문장(전무)
“take nothing for granted”
15:30~15:50 정아은, 『모던 하트』 작가
“문학,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

|정아은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장편 소설 『모던 하트』 작가
‘제18회 한겨례문학상’ 수상
외국계 회사 통번역, 헤드헌터

15:50~16:10 정세진, KBS 아나운서
“인문학의 다양성과 방송”
16:10~16:30 정나영, KBS 보도국 국제팀 통역사,
한국항공대학교 영어학부 강사
“외신통번역사의 직업세계”
16:30~16:50 김종수, KBS 보도국 기자
“왜 다시 스토리텔링인가?:
14년차 기자가 보는 방송인의 미래”
16:50~17:00 휴식
17:00~17:30 질의 및 토론

|정나영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 수료
KBS 보도국 국제팀 통역사,
한국항공대학교 영어학부 강사
‘KBS 월드뉴스’ 외신 통·번역 다수
‘KBS 글로벌24’ 외신 통·번역 다수
	미국대사관,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실, 동북아

|정세진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학과
KBS 아나운서
‘KBS 뉴스 9’, ‘KBS 8 뉴스타임’ 진행
‘클래식 오디세이’, ‘출발 FM과 함께’ 진행
‘제25회 한국PD대상 TV진행자부문 출연자상’ 수상

|김종수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KBS 보도국 기자
‘제171회 이 달의 기자상 기획부문(미군기지
환경 오염 리포트)’ 수상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에 대한 보도’로 보건
복지부장관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