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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편

 작품 및 비평서 번역사업 

  – 본 학회에서는  울프의 에세이집 Collected Essays Volume 1 의 글 가운데  이미 34편을 번
역서 1집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1』(솔 출판사, 2011)과 2집 『나방의 죽음: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2』(솔 출판사, 2015)로 출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 Volume 1의 나머지 에세이 14편
의 번역이 완료되어 문학 에세이 3집으로 곧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번역서 4집의 준비를 위
해 2018년 11월부터 Collected Essays Volume 2의 번역 독회를 시작했습니다. 

   - 2019년에 울프학회에서는 울프의 장편 소설을 솔 출판사에서 모두 번역 출판합니다. 이미 4월 
초에 박희진 선생님이 번역하신 『등대로』, 『파도』, 『올랜도』가 재출간되었습니다. 5월에는 『막
간』, 『댈러웨이 부인』, 『출항』이, 그리고 6월에 『제이콥의 방』이 재출간될 예정이며 또한  『세월』
과 『밤과 낮』이 울프학회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될 예정입니다. 

  
- 장편소설집 번역출판이후 곧 단편소설, 에세이집이 재출간될 것이고 새로 번역한 에세이집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울프학회에서는 그동안 울프학회가 이뤄낸 노력의 결실인 장편소설, 단편소설, 
에세이집을 모두 합하여 총 20권의 울프 작품을 솔 출판사에서 출판할 예정입니다. 

 
 정기 학술발표회

- 2019년 봄 제 31회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
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19년 5월 11일(토) 오후 2:00
장소: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5동 431-3호
주최: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등록: 14:00-14:15
개회사: 14:15-14:30 이순구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회장
발표세션: 14:30-16:30
사회: 손현주(서울대)

논문발표1: 『자기만의 방』: 울프의 움직이는 글
           발표: 이주리(전남대)      토론: 박소영(중앙대)
논문발표2: “Men must not cut down trees”: An Elegiac Garden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발표: 박형신(경북대)      토론: 김요섭(군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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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3: 『3기니』 속 “날 것의 역사”와 “사실의 진술”로서의 사진들
           발표: 김부성(이화여대)    토론: 정명희(국민대) 

휴식: 16:30-16:45
종합토론: 16:45-17:15
일곡논문상 및 공로상 시상: 17:15-17:30

 국제 학술대회

일본과 공동 국제 학술대회 안내
The 4th Japan-Korea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Conference 2019 
일시: 2019년 11월 9일 
장소: Hitotsubashi University 히토츠바시 대학(일교대학). 동경소재.
발표: 김요섭, 이주리, 이순구 (일본 학자 3명 참여)
패널: 김부성, 이귀우 (일본학자 2명 참여)

발표자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울프를 통한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울프 독회 안내

2018년 11월 10일 김부성 선생님, "How Should One Read a Book?" 
2019년 1월 5일   김부성 선생님, "How Should One Read a Book?“
2019년 3월 9일   박신현 선생님, “Reading”
2019년 4월 20일  박신현 선생님, “Reading”
     
알림: 정기학술대회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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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지에 발표된 울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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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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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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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MLA 방식을 따라 주십시오. 최근에 MLA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꼭 최근 양식을 따라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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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
이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영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와 국제 버지니아 울프학회 홈피에도 링
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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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k2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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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6일에서 9일까지 이어지는 29회 국제 울프학회 대회입니다. 
‘Virginia Woolf and Social Justice’, 29th Annual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Conference
  : Thursday 6–Sunday 9 June 2019
  : Mount St Joseph University, Cincinnati, Ohi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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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회를 맞게 된 ‘댈러웨이 부인의 날’ 행사가 Bloomsbury group 내의 동성애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Dalloway Day 2019: Queering Dalloway (VWSGB) Saturday 15 June 2019
  : Waterstones, 82 Gower Street, London WC1E 6EQ
- Residential Study Weekend on Night and Day

작품 출판 100주년을 맞이해서 Oxford Wolfson College에서 2019년 9월13~15일까지 열리는 
학술행사입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Virginia Woolf 
Society of Great Britain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출간 100주년을 맞이한 『밤과 낮』에 관련된 행사를 비롯한 기타 다양한 울프관련 행사 내용  
은 영국 울프 학회(The Virginia Woolf Society of Great Britain)를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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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 후 김금주 총무이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총무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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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프학회 회원이신 임태연 선생님께서 2019년 3월에 홍익대학교에 영문과에 조교수로      
     취임하셨습니다. 
  - 서강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회원 김영주 선생님께서 연구년을 맞아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Visiting Research Fellow로 영국 런던의  King's College에서 연구하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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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명단
고문 박희진(서울대학교)

김 정(가톨릭대학교)
정명희(국민대학교)
이귀우(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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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주(서울대학교)
임현주(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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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