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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편

 버지니아 울프 총서 사업

 – 울프의 Collected Essays의 발췌 번역서 2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나방의 죽음: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2』(솔 출판사, 2015)
   앞으로 계속될 총서 발간을 위하여 좋은 논문 많이 집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손현주 (tressasohn@snu.ac.kr / 010-6229-0884)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제 24회 학술대회가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2014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11.20-11.22) 기간 중, 울프 학회 세션(11월 22일 

토요일 15:50-17:30,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 310-1호)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김명주 (충남대학교)

발표 1: 이순구 (평택대학교) 

       『등대로』—쇼펜하우어의 “관조”와 울프의 미학을 중심으로

   토론: 조성란 (경희대학교)

발표 2: 이주리 (서울대학교) 

       Resisting the Seductive Boy Who Played Cricket: Iconophobia in Virginia Woolf's    

       The Waves  

   토론: 손현주 (서울대학교)

발표 3: 김요섭 (홍익대학교) / 김정 (가톨릭대학교) 

       Resisting the Seductive Boy Who Played Cricket: Iconophobia in Virginia Woolf's    

       The Waves  

   토론: 정명희 (국민대학교)

 2015년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제 25회 정기 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대학교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소)
     장소: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444호 교수 회의실

     일시: 4월 18일 토요일 (13:00-18:00)

등록 1:00-1:30

1부 (13:30-15:00) 사회: 조애리 (한국과학기술원)

발표 1: 김요섭 (군산대학교) / 김정(가톨릭대학교)

       『제이콥의 방』: 견고한 사실과 “창조적 사실” 사이

   토론: 전미경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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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손현주 (서울대학교) 

       버지니아 울프의 「플러시」: 전기문학 비틀어 보기 

   토론: 장선영 (공주대학교)

휴식 (15:00-15:30)

2부 (15:30-17:00) 사회: 이순구 (평택대학교)

발표 3: 주현진 (충남대학교)

       문학 문화콘텐츠의 원형, 낭독

   토론: 박문규 (충남대학교)

발표 4: 이주리 (서울대학교)

        “문학은 공동의 땅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와 자크 랑시에르의 미학공동체

   토론: 김정순 (충남대학교)

17:00-17:20 종합 토론 

17:30 일곡논문상 시상식

― 유익하고 알찬 학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지역문화콘텐츠 연

구소, 준비를 도맡아주신 박은경 회장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 26회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는 올해 부산 BEXCO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

영어영문학회 연찬회에서 울프학회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싶으신 대

학원생과 교수님들께서는 연구이사를 맡고 계신 임현주 선생님(faustina@hanmail.net)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프 독회 안내

    – 에세이 2집 발간 후 2014년 11월 독회부터 울프 관련 논문들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2014
년 10월까지의 모임은 제 27호 소식지에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독회 모임은 아래
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발제를 하신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1일: 손영주 선생님 (Raymond Williams, “The Bloomsbury Fraction”)
2014년 12월 6일: 임현주 선생님 (Nigel Nicolson, “Bloomsbury: The Myth and the Reality”)
2015년 1월 10일: 신광인 선생님 (Noel Annan, “Bloomsbury and the Leavises”)
2015년 2월  6일: 박은경 선생님 (Michael Holroyd, “Bloomsbury and the Fabians”)
2015년 3월  7일: 손현주 선생님 (Carol Hanbery MacKay, “The Thackeray Connection: Virginia 

Woolf’s Aunt 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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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학회 대중강연

    – 한국 버지니아 울프학회에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서울대학

교 인문학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2015년 봄 그 첫 시리즈인 “문학이야기(10회)”가 2015

년 4월 1일 김 정 선생님의 “당신은 인간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첫 

강의부터 20명 가까운 청중이 모여 현재 3강까지 진행되는 동안 변함없는 집중도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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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 후 강사진과 참석자들이 함께 점심과 차를 나누며 늦도록 

토론과 친교를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청중을 향해 강의를 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인문학의 향연이 봄꽃이 만발한 관악캠퍼스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회원님들 오셔서 함께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이야기

일시: 2015년 4월 1일 ~ 6월 13일 매주 수요일 (10주)

시간 : 오전 10:30 – 12:00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강사 및 주제 (강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김 정 선생님 (“당신은 인간입니까?”)
2014년 4월 8일: 손현주 선생님 (“『프랑켄슈타인』: 여성과 생명의 창조”)
2015년 4월 15일: 김 정 선생님 (“『세상 끝의 정원』: 내면의 정원”)
2015년 4월 22일: 정명희 선생님 (“Heaven and Hell: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2015년 4월 29일: 신진호 선생님 (“문학에 재현된 역사인물: 궈모뤄(郭沫若)의 「족발(豕蹄)」을 중

심으로1”) 
2015년 5월  6일: 신진호 선생님 (“문학에 재현된 역사인물: 궈모뤄(郭沫若)의 「족발(豕蹄)」을 중

심으로2”)
2015년 5월 13일: 차지원 선생님 (“『안나 카레니나』”)
2015년 5월 20일: 안재원 선생님 (“그리스 여류시인 사포의 서정세계”) 
2015년 5월 27일: 이순구 선생님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다시 읽기”)
2015년 6월  3일: 박희진 선생님 (“문학의 힘—Charles Lamb의 수필을 중심으로—”)
 

등록: 등록 (수시) 1회 1만원 (다과 포함) (10회 등록 시 9만원)

주차가능(수강자에게 실비로 주차권을 판매합니다.)

**등록 및 자세한 문의는 담당간사(조정연)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342-4952

**한국 버지니아 울프학회 홈피(http://www.woolf.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일곡논문상”
  ― 일곡 논문상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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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일곡 논문상 심사 대상이 된 논문은 총 11편 이었습니다. 
    (외국인과 일곡 논문상 두 번 수상자의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일곡논문상 두 번 수상 후 

5차례의 시상식이 지난 후부터는  다시 심사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울프학회에서 5분이 심사하여 3편의 논문을 뽑았고, 이 3편이 2차 심사대상으로 정해져 학회 

외부의 선생님 4분께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손현주 선생님의 “초상화와 전기문학: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문학과 시각예술”(Portrait and Biography: Virginia Woolf`s “New Biography” 
and Visual Art)가 일곡논문상 수상작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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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심사 맡아 주신 학회 선생님들과 2차 심사해주신 임현양 선생님(서울대학교), 최자윤 선생
님(서울대학교), 김이은 선생님(서울대학교), 정희원 선생님(서울시립대학교)께 깊이 감사 드립
니다.

  ― 2015년 4월 18일 정기학술대회 때 제9회 일곡 논문상을 수상하신 손현주 선생님께 축하드립
니다.

  ― 앞으로도 울프 학자 분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합니다. 

편 집 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게재

―『제임스조이스저널』2015 여름호 원고를 받습니다. 마감은 2015년 5월 10일 입니다.

― 보내실 곳: 제임스조이스저널 편집위원회 (editjoyce@daum.net)

― 울프 관련 논문은 한국 버지니아울프 학회 (편집 이주리, Joorilee00@gmail.com / 

010-8781-147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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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 마감일: 201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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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5월 울프학회 홈페이지가 새로이 단장될 예정입니다. 울프가 머물던 거처를 중심으로 
꾸며보았으니 가끔 들르셔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관련하여서는 
담당 김요섭 선생님(jyk200@kunsan.ac.kr / 010-7392-1525)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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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외 편 

 국제 버지니아 울프 학회 소식 

Annual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Conference 2015

Co-sponsored by: Bloomsburg University Bloomsburg PA USA 
Theme: Virginia Woolf and Her Female Contemporaries
Date: June 4-7, 2015 



Place: Bloomsburg University
Deadline for proposals: January 31, 2015 
For more information go to woolf.bloo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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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 후 총무 손현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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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동정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영어분야)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전미경 선생님께서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Jane 
Austin의 소설 연구: 여성적 담론과 희극적 요소』로 2004년 2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평생회원인 김요섭 선생님께서 2015년 3월 1일자로 군산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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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전화, 주소 등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주 총무: tressasohn@snu.ac.kr / 010-6229-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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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명단
고문 박희진(서울대학교) 연구 김영주(서강대학교)

김 정(가톨릭대학교) 손영주(서울대학교)

정명희(국민대학교) 박형신(경북대학교)

감사 정덕애(이화여자대학교) 임현주(덕성여자대학교)

진명희(한국교통대학교) 편집 이주리(서울대학교)

이귀우(서울여자대학교) 김금주(국민대학교)

회장 박은경(충남대학교) 홍덕선(성균관대학교)

부회장 오진숙(연세대학교) 조애리(한국과학기술원)

총무 손현주(서울대학교) 정보 김요섭(군산대학교)

섭외 이순구(평택대학교) 재무 손현주(서울대학교)

신광인(청주대학교) 간사 염혜경(충남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