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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편

 작품 및 비평서 번역사업 

 – 울프의 Collected Essays의 발췌 번역서 1집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1』, 솔 출판사, 
2011) 발간 이후, 번역서 2집이 솔 출판사를 통해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 26호 소식지에 알려 드렸던 바와 같이, 제 23회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에서 열렸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학회로 준비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 24회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안내

―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한국영어영문학회 연찬회에서 울프학회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학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 김명주 선생님(Myung-Joo Kim, 충남대학교)

   발표 1: 이순구(Soonku Lee, 평택대학교)

         "울프의 『등대로』-- 쇼펜하우어의 관조와 울프의 미학을 중심으로"

         토론: 조성란(Sungran Cho, 경희대학교) 

   발표 2: 이주리(Joori Lee, 서울대학교)

          "Resisting the Seductive Boy Who Played Cricket: Iconophobia in Virginia    

          Woolf’s The Waves" 

         토론: 손현주(Heon-Joo Sohn, 서울대학교)

   발표 3: 김요섭(Joseph Yosup Kim, 홍익대학교), 김 정(Jung Kim, 가톨릭대학교)

         "I Always Destroy [Whom] I Love Most"

         (국문제목: "난 언제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있다")

         토론: 정명희(Myunghee Chung, 국민대학교)               

 울프 독회 안내

    – 5월 이후에도 울프의 에세이 번역집 2권을 발간을 목표로 각 선생님들이 번역한 원고를 함께 
검토하는 독회 모임을 열었습니다.

     Collected Essays Vol. I (Ed. Leonard Woolf,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에 
수록된, 여러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울프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번역,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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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0일: 이순구 선생님 (“Henry James: ‘The Letters of Henry James’,”  pp. 

277-81) 
2014년 6월 21일: 이순구 선생님 (“Henry James: ‘The Letters of Henry James’,”  pp. 

282-85) 
2014년 7월 19일: 김금주 선생님 ("The Historian and 'The Gibbon'," pp.115-18)

2014년 8월 16일: 김금주 선생님 ("The Historian and 'The Gibbon'," pp.118-23)

2014년 9월 13일: 번역집 2권에 실릴 번역 검토를 완료. 번역집 2권 준비, 앞으로의 독회 진행 방향  
논의. 

2014년 11월 1일 (예정): 손영주 선생님 (Williams, Raymond. "The Bloomsbury Fraction."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Selected Essays) 

         
알림: 정기학술대회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독회가 있습니다. 손현주 선생님이 계시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10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고대합니다.

 “일곡논문상”
  ― 일곡 논문상 논문심사위원회는 보통 1년 동안(전해 3월 1일부터 당해 2월 28일까지) 전문 학

술지에 발표된 울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
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작년에 일본과의 공동학술대회로 인해 연기되어, 올해는 
2년간 (2012.3-2014.2) 발표된 논문을 심사하여 지난 27호 소식지를 통해 알려 드린 대로 
2014년 4월 19일 정기학술대회 때 정명희 선생님(「『제이콥의 방』--버지니아 울프와 월터 
페이터」)께서 제8회 일곡 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제 9회 수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합니다. 

편 집 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게재

–『제임스조이스저널』2014 겨울호 원고를 받습니다. 마감은 2014년 11월 15일 입니다.

- 보내실 곳: 제임스조이스저널 편집위원회 (editjoyce@daum.net)와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편집 김금주, kumjyonsei@hanmail.net/010-3253-4707), 두 곳으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 주석은 본문내주 방식을 지켜주십시오. 각주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 abstract를 포함해서 영문은 반드시 원어민의 검토를 거친 뒤 첨부해 주십시오. 

(조이스저널이 등재지가 된 이후 학진으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게 될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항입니다. ) 

- 인용문헌의 기재 양식은 MLA 방식을 따라 주십시오. 

- 주제어(Key words)는 5-7개의 영어 단어를 초록 뒤에 기재해 주십시오. 

- 심사료는 6만원입니다. (심사료는 3분의 심사위원들에게 지불될 예정입니다)

- 게재료는 일반 투고자: 10만원 / 연구비지원을 받은 투고자: 20만원입니다. 

- 겨울호는 영문 논문만 게재되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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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편
  
 
― 울프 작품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편의를 드리고자 학회 홈페이지(www. 

woolf.or.kr)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의 홈
페이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울프관련 해외사이트들을 추천 사이트란에 링크해두었으니 활
용 부탁드립니다.

 ― 2012년 9월 울프학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울프가 머물던 거처를 중심으로 
꾸며보았으니 가끔 들르셔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관련하여서는 
담당 신광인 선생님(kishin@cju.ac.kr / 010-5373-9282)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울프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올리시면 본 학회 고문이신 김정 교수님, 정명희 
교수님께서 가능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섭 외 편 

 The 25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ginia Woolf (2015)

Sponsored by: Bloomsburg University, Bloomsburg, Pennsylvania, USA 
Theme: Virginia Woolf and Her Female Contemporaries

Date: June 4-7, 2015

Place: Bloomsburg University

Deadline for proposals: 24 January 2015 
 – For more information go to http://woolf.bloomu.edu/

 The 130th MLA Annual Convention (2015)
Date: 8-11 January 2015
Place: Vancouver Convention Centre, Canada 
    울프 세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향후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Virginia Woolf: Negotiating Memory 
Program arranged by the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Society
Presiding: Leslie Kathleen Hankins, Cornell Coll.
 1. “(Re)Locating Laura: Disability and Retrospection in Memoirs from Virginia Woolf 
and Leslie Stephen,” Courtney Andree, Washington Univ.
2. “Fragments of Ritual and Memory: The Constructs of Woolf’s Between the Acts,” Joel 
Hawkes, Thompson Rivers Univ.
3. “Late Modernist Woolf and Literature as Collective Memory in ‘Anon,’ ‘The Reader,’ 
and Between the Acts,” Laurel Harris, Rider Univ.
4. “Organic Memory and Biographical Form in Woolf’s Flush,” Alexander N. Moffett, 
Providence Coll. 
 Woolf in Things
 Program arranged by the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Society
Presiding: TBA 
1. “Writing in Absentia: Woolf and the Language of Things,” Michelle Ty, Univ. of Ca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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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eley
2. “The Thing in the Mirror: Woolf on the Self as Object,” Celia Marshik, Stony Brook 
Univ.
3. “Imperial Objects in The Waves,” Jane Garrity, Univ. of Colorado, Boulder
Bloomsbury, Politics, and the Essay
 Program arranged by the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Society
Presiding: TBA  
1.“Some Rickety and Ramshackle Fabric”: Political Spectacles and Performative Essays 
in the Work of Virginia and Leonard Woolf,” Jeffrey Brown, Ursinus College
2.“Critically Modern: Dialectics of Dissent in the Essays of Virginia Woolf and 
Arundhati Roy,” Urvashi Vashist, University College London
3.“The Face on the Other Side of the Page: Imagining Justice with Woolf, Césaire, and 
Ngu ̃gĩ,” Mara de Gennaro, Independent Scholar
 – For more information go to http://www.mla.org/convention

 울프 학회 국제학술대회

 – 본 학회에서는 2016년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울프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주
최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등, 학회 관련하여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은 이순구 선
생님(sklee4322@hanmail.net)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 본 학회는 울프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회원가입은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회원과 일반회원 간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학회의 사무 차원에서 편의상 둔 구별입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총무 박은경(총무편 
참조)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평생회비를 입금하실 때 이름 뒤에 꼭 “(평생)”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1006-801-356387) 예금주: 손현주 (울프학회) 

  ― 그동안 연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기부 또한 환영합니다. 
  

총 무 편

 뉴스레터

   – 뉴스레터는 4월과 10월, 연 2회 발간됩니다. 
   – 연간 계획과 행사 소식, 회원 동정 등을 종합적인 보고 형태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알차고 신선한 뉴스레터를 위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 임원명단
고문 박희진(서울대학교) 연구 김영주(서강대학교)

김 정(가톨릭대학교) 손영주(서울대학교)

정명희(국민대학교) 임현주(덕성여자대학교)

감사 정덕애(이화여자대학교) 박형신(경북대학교)

진명희(한국교통대학교)

회장 이귀우(서울여자대학교) 편집 김금주(연세대학교)

부회장 오진숙(연세대학교) 홍덕선(성균관대학교)

총무 박은경(충남대학교) 조애리(카이스트)

재무 손현주(서울대학교) 정보 신광인(청주대학교)

섭외 이순구(평택대학교)

   – 이메일, 전화, 주소 등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총무: pek1009@cnu.ac.kr / 010-4765-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