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S.엘리엇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2022~23년도 한국T.S.엘리엇학회 회장의 소임을 맡은 이홍섭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고 여러모로 학회 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
에서도 지난 2년간 학회를 활기차게 이끌어 오시고, 투고 논문 수가 감소하는 열악한 환경에
서도 얼마 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지 유지라는 기쁜 소식을 받게 해주신 조병화 회장님
을 포함한 전임 임원진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인문학은 학문 분야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
태로운 처지에 몰려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 T.S.엘리엇이라는 특정 작가를 중
점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학회의 경우 연구 논문의 수가 감소하고 학문 후속세대인 신진 연구
자들의 수는 줄어드는 등의 문제로, 안타깝게도 학회 존립의 문제마저 입에 오를 정도로 어려
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학회 활동과 훌륭한 연구 논문들의 양산이 필요하며, 저희 임원진
들은 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학회 주최의 독회 활동과 학술대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기 독
회의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근래 총 8권으로 출간된 The Complete

Prose of T. S. Eliot에 수록된 글들을 엄선하여 강독 혹은 연구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완성된 원고뿐만 아니라 연구 중인 논문의 노트나
구상 중인 아이디어 등도 부담 없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학회지의 경우 연 3회 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투고 논문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독
회,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을 포함하여 학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이 계신 회원 선생님께서는
언제든지 저나 학회의 다른 임원분들께 기탄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의
견을 경청하고 현 임원진들과 심사숙고한 뒤에 학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
겠습니다.
비록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한국T.S.엘리엇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철우(편집 부회장), 이철희(연구 부회장), 김유곤(국제 부회장), 김영희(책임편
집이사), 김성현(총무이사)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회원 선생님들께서 2022~23년도 우리 학회
의 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기
로 한 임원 선생님들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선생님들 모두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홍섭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