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호(2017년 4월 20일) VWSK NEWSLETTER www.woolf.or.kr

 

연 구 편

 작품 및 비평서 번역사업 

  – 울프의 Collected Essays 의 발췌 번역서 1집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1』(솔 출판사, 
2011) 에 이어, 번역서 2집 『나방의 죽음: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2』(솔 출판사, 2015)
가 발간되었습니다. 번역 관련하여 매달 모임을 갖고 있으며 현재 에세이 번역서 3집을 준비 중
입니다. 

 
 정기 학술발표회

 - 2017년 봄 제 27회 한국 버지니아 울프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1:00-5:30
   장소: 군산대학교 제2학생회관 2층 취업세미나실

1:00-1:30 등록

제1부: 1:30-2:50  
사회: 오진숙(연세대)
논문발표1: "Reading Virginia Woolf's The Waves as Cubist Writing"     
            발표: 임태연(서울대)     토론: 김요섭(군산대)
논문발표2: "Disabled Bodies in The Waves“                           
            발표: 이주리(이화여대)   토론: 이일수(군산대)

휴식: 2:50-3:05

제2부: 3:05-5:30
사회: 이귀우(서울여대)
논문발표1: "잎새의 달팽이, 꽃잎 위 전갈: 버지니아 울프의 러시아적 시각“ 
           발표: 박은경(충남대)      토론: 진명희(한국교통대)
논문발표2: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등대로』”                             
           발표: 이순구(평택대)      토론: 조성란(경희대)
논문발표3: “Oscar Wilde as ‘an extreme aesthete‘” 
           발표: 정명희(국민대)      토론: 김윤정(국민대) 
일반토론 및 일곡논문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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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 독회 안내

  – 버지니아 울프 문학에세이집 2권 발표이후 다시 3권 발표를 위한 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이순구 선생님, "The Humane Art"
2017년 2월 3일: 이순구 선생님, "The Humane Art"
2017년 3월 4일: 이순구 선생님, "The Humane Art"
                박은경 선생님, "The Novels of Turgenev"
2017년 3월 25일: 박은경 선생님, "The Novels of Turgenev"
      
알림: 정기학술대회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독회가 있습니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대림국제관 137-2동 5층)에서 
10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독회 후 시간이 되시는 회원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식사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시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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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에는 모두 14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심사위원들이 그 중 세 편의 우
수한 논문을 논문상 후보로 선정하였고, 다시 세 분의 심사위원께 심사를 의뢰하여 마지막 한 
편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선정된 논문상 수상
자를 발표하여 수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 집 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게재

- 울프학회에서는 『제임스조이스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봄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심사를 해주실 분들도 사전등록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을 서둘러주시면 시스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6월호는 국문 논문입니다. 
- 5월 15일(목)까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하신 후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투고논문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oycesociety.jams.or.kr/co/main/jmMain.kci
-투고방법: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홈페이지(http://www.joycesociety.or.kr)를 열고,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신 후에 상단 메뉴 맨 우측에 있는 온라인논문투고JAMS를 클릭하여 위에  
 안내된 내용대로 논문을 탑재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제임스조이스저널 편집위원회 (editjoyce@daum.net)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편집 이주리, Joorilee00@gmail.com/010-878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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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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지불될 예정입니다)
- 게재료는 일반 투고자: 10만원 / 연구비지원을 받은 투고자: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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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와 국제 버지니아 울프학회 홈피에도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 울프의 작품별 참고도서 목록을 선정,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선정 작업은 회의를 통해 신중을 
기해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제안 있으시면 정보이사 김요섭 선생님 
(juk200@kunsan.ac.kr / 010-7392-1525)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에 뉴스레터, 학술대회, 독회에 대한 간략한 내용, 일곡논문상 수상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울프 학회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테블릿PC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자주 들르셔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섭 외 편 

 국제 버지니아 울프 학회 소식 

Annual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Conference

2017: Virginia Woolf and the World of Books

University of Reading 
Berkshire, UK 
June 29 - July 2, 2017 

 The 27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ginia Woolf will mark the centenary of the 
founding of the Hogarth Press. The conference aims to celebrate Leonard and Virginia Woolf’s 
Hogarth Press as a key intervention in modernist and women’s writing and to mark its 
importance to independent publishing and bookselling.

CALL FOR PAPERS:

‘Virginia Woolf and the World of Books’ invites you to conside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Virginia Woolf’s works. Attendees are invited to submit papers relating to all aspects of the 



Woolfs, the world of books, and print cultures, including topics related to Leonard and 
Virginia Woolf and the Hogarth Press; the production, reception and distribution of Woolf’s 
works; editing, revision and  translation; periodicals and book publishing; Woolf and her 
readers; global and planetary modernisms; Bloomsbury and its networks; Hogarth Press 
authors and illustrators; modernist publishing houses and publishers; Woolf and the Digital 
Humanities.

Submissions for papers are due February 1st 2017 to vwoolf2017@gmail.com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onference, go to:
http://sites.utoronto.ca/IVWS/annual-conferences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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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주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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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전화, 주소 등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김금주: kumjyonsei@hanmail.net / 010-325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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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명단
고문 박희진(서울대학교)

김 정(가톨릭대학교)
정명희(국민대학교)
이귀우(서울여자대학교)

재무 손현주(서울대학교)
섭외 신광인(청주대학교)
연구 김영주(서강대학교)

손영주(서울대학교)
임현주(덕성여자대학교)
박형신(경북대학교)

감사 정덕애(이화여자대학교)
진명희(한국교통대학교) 편집 이주리(이화여자대학교)
박은경(충남대학교) 홍덕선(성균관대학교)

회장 이순구(평택대학교) 조애리(카이스트)
부회장 오진숙(연세대학교)
총무 김금주(연세대학교) 정보 김요섭(군산대학교)

김윤정(국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