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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 세미나
•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12:40-19:10
• 장 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 내 용: 초청 특강
여건종 교수(숙명여대)“영문학과 대중 서사”
고광윤 교수(연세대)“한국적 영어학과 코퍼스의 활용”
제 1부: 기획세션

문학: 영문학과 대중문화
어학: New Horizons in English Linguistics:
Theories,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
제 2부: 개별논문발표

주 관: 한국영어영문학회
후 원: 성균관대학교 BK 횡단 영어영문학 사업단

Invitation
융 복합시대의 새로운 영어영문학 공부
오늘날 학문담론의 핵심어는 소통과 교류입니다.
근대 이후 계속되었던 분할을 통한 분과학문체계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지 오
래되었으며, 전지구화와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물 상황들에 대해
개별학문 방법론과 소수의 전문가들로는 더 이상의 적절한 이해와 분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학문 세계의 화두는 융 복합 및 통섭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의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경계를 대담하게 넘고 같은 학문권 내의 연구자들과도 과
감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계의 연구 후속세대들인 대학원생들도 인문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응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찍이 20세기 초 저명한 언어학자 로만 야콥
슨은「시학과 언어학」
이란 중요한 글에서 주창했던 것처럼 문학과 어학이 우선 소통되
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론들과 방법론들 사이의 장벽과 제한을 넘어 활발한 교환이 있
어야 하고 여러 다양한 지역과 기관들에서 연구자들 간의 모임과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국영어영문학회에서 후원하는 대학원생 학술대회는 의미하는 바
가 심대하며 앞으로 더욱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학원생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며 영어
영문학계 내의 젊은 학자들 간의 소통과 통섭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
랍니다. 연구 후속세대들인 대학원생들의 학술행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15일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 정정호

Program
12:40 - 13:20
13:20 - 13:25
13:25 - 13:30
13:30 - 14:00

등록 (퇴계인문관 6층)
한국영어영문학회 정정호 회장 인사 (퇴계인문관 31604)
대학원생위원회 김일영 위원장 인사
초청 특강

사회: 이택광 교수(경희대)
여건종 교수(숙명여대) “영문학과 대중 서사”(퇴계인문관 31604)
사회: 권영국 교수(건국대)
고광윤 교수(연세대) “한국적 영어학과 코퍼스의 활용”(퇴계인문관 31609)
14:00 - 14:10 휴식
14:10 - 16:20 제 1부 : 기획세션
문학:“영문학과 대중문화”(퇴계인문관 31604 )
사회: 이택광 교수(경희대)
김선영(숙명여대) 올드미스 다이어리들— 자기 긍정과 연애의 서사
박현주(이화여대) Literature Approaching the Public through Media(Movies):“Twilight”and“Harry Potter”
손예린(서울대) 대중문화에 재현되는 다양한 롤리타의 모습
조윤경(연세대) 뮤지컬 <클레오파트라>의 한국적 수용
신하영(숙명여대) 해독과 수용자 연구의 경계에서 문화연구하기 — <내 이름은 김삼순>의 연구를 통해서
토론(학생): 조영지(성균관대) 이정영(경북대) 정지원(서울대) 고찬미(이화여대) 김종경(중앙대)
토론(교수): 유영종 교수(인하대) 김준년 교수(홍익대)
어학:“New Horizons in English Linguistics: Theories,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퇴계인문관 31609)
사회: 이혜문 교수(성균관대)
박성우(연세대) 한국 영자신문에 나타난 lexical bundle의 사용 양상
박정준(연세대) 시간적 종결점을 나타내는 부사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at last, eventually, finally,
in the end, ultimately
최윤덕(U of Hawaii at Manoa) Corrective Feedback and Learner Uptake Across Pedagogical Purposes
이재문(성균관대) Patterns of Corrective Feedback and Learner Uptake in Adult EFL Classrooms in Korea
주경진(성균관대) 의미협상, 피드백, 피드백의 수용이 한국성인 EFL 학습에 미치는 영향
토론(학생): 문보경(서강대) 이희주(서강대) 강나연(서울대) 황세희(서울대) 박희수(성균관대)
토론(교수): 유원호 교수(서강대) 박윤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16:20 - 16:40 휴식
16:40 - 18:50 제 2부: 개별논문발표
� 문학 1 (퇴계인문관 31511)
사회: 서홍원 교수(연세대)
김선재(서울대)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사랑과 정의의 딜레마
김영희(충남대) 콜리지의「크리스타벨」에 나타난 욕망의 변증법
정유미(서울대) The Dangerous Border: Monsters and Monstrosity in Beowulf

김여진(중앙대) 시대를 고발하는 고딕과 로맨스의 조화 — 존 키츠의『이사벨라 또는 바질 화분』
송윤혜(서울대) 희생자로서의 여성인물들, 복수를 부르는 그들의 희생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와
『겨울이야기』
토론(학생): 최숙자(한남대) 이승례(충남대) 이희구(인하대) 이로운(국민대) 차영옥(동국대)
토론(교수): 김양순 교수(고려대)
� 문학 2 (퇴계인문관 31512)
사회: 박시영 교수(이화여대)
권수미(이화여대) 고딕소설에 나타난 진실과 미덕의 문제—『여성의 억울함』을 중심으로
권현경(중앙대) 몸으로 글쓰기—도로시 휴잇의『위험한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효경(서울대) 『요코 이야기』,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사이에서
양경진(성균관대) 『플로베르의 앵무새』에 나타난‘불완전성’모티브
송현희(한남대) 여성에 대한 반페미니즘 공격—로알드 달의『마녀들』을 중심으로
토론(학생): 이화영(고려대) 김보현(한양대) 박수정(부산대) 한수정(명지대) 안명덕(전북대)
토론(교수): 정재식 교수(아주대)
� 문학 3 (퇴계인문관 31604)
사회: 노헌균 교수(동국대)
이수진(한국외대) 『주홍 글씨』—taboo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이지현(한국외대) 물과 무의식—D. H. Lawrence의『무지개』제12장‘수치’(shame)를 중심으로
강원영(인하대) 헤스터와 에코페미니즘
권현진(한국외대) 응시와 주체—『주홍 글씨』를 중심으로
김지은(성균관대) 신여성의 가면—『지킬박사와 하이드씨』를 중심으로
토론(학생): 김남희(동국대) 박은지(영남대) 박해진(중앙대) 송혜원(경희대) 심우기(경원대)
토론(교수): 김명주 교수(충남대)
� 어학 (퇴계인문관 31609)
사회: 이주은 교수(숭실대)
홍승진(서강대) A Pragmatic Analysis of Ellipsis in Advertisement
이시내(고려대) The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the Quotative‘Be Like’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김태희(이화여대) 영어 관계절 습득과 접근 위계 가설
박은경(성균관대) 중학생 영어교재 발음 분석
윤지혜(서울대) 한국어 학습자들의 영어토론 수업 연구
토론(학생): 임관혁(중앙대) 이나리(고려대) 전지인(이화여대) 김기훈(고려대) 박윤규(중앙대)
토론(교수): 정인기 교수(서울시립대) 이승아 교수(이화여대)
18:50 - 19:10 대학원생 위원회 총회 (퇴계인문관 31604)
사회: 성정혜(이화여대) 대학원생 위원회 회장
활동사항 보고 및 회장단 선출
19:10 - 20:30 저녁식사
사단
법인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영어영문학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502호
전화: (02)2183-3978 팩스: (02)2183-3979
E-mail: ellak1198@hanmail.net, http://www.ella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