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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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봄 제 29회 한국 버지니아 울프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18. 5. 19 (토) 13시
장소: 서울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
주최: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등록: 13:00-13:15 
개회사: 13:15-13:30 이순구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회장(평택대)
제 1부: 13:30-15:15  버지니아 울프와 여성의 삶
사회: 김영주(서강대)
논문발표1: 이희수(서강대): Woolf's Poetics and Politics of Women and Space
     토론: 김윤정(국민대)
논문발표2: 이순구(평택대): 울프의 『존재의 순간』(Moments of Being)—페미니즘적 고찰 
     토론: 김금주(연세대)
논문발표3: 손현주(서울대): 울프와 결혼2 - 마마듀크 본쓰롭 셔머다인은 왜 이상적인       
                           남편인가? 
     토론: 박혜영(인하대)

15:15-15:3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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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15:30-17:45 인간/비인간에 대한 울프의 탐색
사회: 진명희(한국교통대)
논문발표 1: 박형신(경북대):「큐 국립식물원」: 울프의 생태적 상상과 서사적 실험
      토론: 김부성(서강대)
논문발표 2: 이선영(전남대): 죽음이라는 안식: 『댈러웨이 부인』 속 피터 월쉬의 꿈 읽기 
      토론: 정명희(국민대)
논문발표 3: 김요섭(군산대): 동양과 서양의 (개) 소설 비교: 버지니아 울프의 『플러쉬』와   
                           캐슬린 스미스 고먼의 『맥그레거 이야기』를 중심으로 
       토론: 임태연(세종대)
논문발표 4: 박소영(중앙대): 울프가 구사하는 자유간접화법과 인지구조의 특성 
      토론: 이귀우(서울여대)
총회: 17:50 

 울프 독회 안내

  – 버지니아 울프 문학에세이집 2권 발표이후 다시 3권 발표를 위한 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4일 김요섭 선생님 발제, “Addison”
2018년 3월 3일  김요섭 선생님 발제, “Addison”
2018년 4월 7일  김요섭 선생님 발제, “Addison”
      
알림: 정기학술대회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독회가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시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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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에 발표된 울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
문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편 집 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게재

- 울프학회에서는 『제임스조이스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관련 논문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6월 31일 발행 예정인 등재학술지 제임스 조이스 저널 24권 1호에 투고해주십시오.
   논문 마감일은 5월 15일입니다.
- 제임스조이스저널은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Journal and Article Management System: JAMS 2.0)에 접속하셔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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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joycesociety.jams.or.kr입니다.
- 이번 저널은 국문과 영문 원고 모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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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제임스조이스저널 편집위원회 (editjoyce@daum.net)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편집 이주리, Joorilee00@gmail.com/010-878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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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영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와 국제 버지니아 울프학회 홈피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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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버지니아 울프 학술대회가 6월 21-24일 영국의 Kent 대학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울프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6월 17일에는 Mrs. Dalloway 작품 속  
거리를 걷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있으니 영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두 
행사를 함께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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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Conference
2018: Virginia Woolf, Europe and Peace 
Woolf College, University of Kent, 
Canterbury Berkshire, UK
21-24 June, 2018
Organising Committee: Derek Ryan, Ariane Mildenberg, Peter Adkins, Patricia 
Novillo-Corvalán

CALL FOR PAPERS:
Marking 100 years since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and 80 years since the 
publication of Three Guineas, the 28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ginia Woolf 
invites papers addressing the dual theme of Europe and Peace. From the ‘prying’, 
‘insidious’ ‘fingers of the European War’ that Septimus Warren Smith would never be free 
of in Mrs Dalloway to Woolf’s call to ‘think peace into existence’ during the Blitz in 
‘Thoughts on Peace in an Air Raid’, questions of war and peace pervade her writings. 
They are also central to Woolf’s Bloomsbury circle, exemplified in John Maynard Keyn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Clive Bell’s Peace at Once and Leonard 
Woolf’s Quack, Quack! While seeking proposals that address the European contexts and 
cultures of modernism between wars, we also encourage exploration of how these 
writings can help us think through what it might mean to create peace in Europe today 
amid various political, humanitarian,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 Dallowday *
‘Mrs Dalloway said she would buy the flowers herself.’
So opens one of the greatest novels of the 20th centur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Clarissa Dalloway’s day, in the middle of June 1923, has never had its own celebration. 
But this year, it will. On Saturday 17 June, you are invited to join us for Dallowday!
We’ll kick off with a walk guided by Jean Moorcroft Wilson around places familiar to 
Virginia Woolf and Mrs Dalloway's characters, from Bond Street to Bloomsbury. The 
walk ends at Waterstones Gower Street, where Maggie Humm will lead a discussion 
about the novel – contribute as much as you like, or just listen, if you prefer. Then 
there’s an early evening party with prosecco and canapés, and music of the period. 
1920s dress is optional – it would be lovely to see people in Clarissa Dalloway’s 
‘silver-green mermaid’s dress’ or Peter Walsh’s check suit, or even the Prime Minister’s 
gold lace, but it’s not compulsory! 

재 무 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 본 학회는 울프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회원가입은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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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일수(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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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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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국민대학교)
김부성(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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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1006-801-356387) 예금주: 손현주 (울프학회) 
  ― 그동안 연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기부 또한 환영합니다. 

총 무 편

 회원 동정

  – 울프학회 회원이신 이주리 선생님께서 2017. 9월(2학기)에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임용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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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