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한국수사학회 수사학아카데미

고전과 현대의 수사학의 이론을 탄탄히 다지는 
수사학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 주제: 서양의 고전수사학과 현대수사학
-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09:50~17:30
- 장소: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호암관 305호(50305)
- 주최: 한국수사학회

초대의 말씀 (이상철, 한국수사학회 회장)

“설득과 소통의 기초: 수사학과 레토릭”

한국수사학회는 말과 글의 정치·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해 
모인 학술단체입니다. 수사학[레토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공
동체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서구에서는 고대문명의 태동과 함께 ‘레토
릭’은 학문으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지금도 기초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사회 현실에서 중요한 기
능을 하여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의 단위로서나 교육의 정규과정으로서 천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수사학회는 2011년부터 수사학의 저변 확대와 대중
화를 위하여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설득과 소통 문화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수사학 아카데미를 개설하여왔습니다. 올해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수사학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그리스수사학, 로마 수사학, 현대 수사학을 중점적으로 개설합
니다.  <그리스 수사학> 강좌는 『위대한 연설: 아테네 10대 연설가』 『그리스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의 저자 서울대 김헌 교수님이 <로마 수사학> 강좌는 『키케로의 수사
학』 『로마의 문법학자들』의 저자인 서울대 안재원 교수님이, <현대 수사학> 강좌는
『현대 수사학』『히틀러의 수사학』의 저자인 서울대 김종영 교수님이 맡습니다. 강좌를 
담당하시는 세분 모두 서울대학교에 봉직하고 계시며, 한꺼번에 해당 분야에서 명망
이 높으신 분들의 명강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득과 소
통의 기초인 수사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대학생 3만원,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 등록 시 감면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한국수사학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수강 신청방법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사학회 홈페이지(http://www.rhetorica.org)에 상세히 소개되
어 있습니다.  



2019년도 한국수사학회 수사학아카데미

- 주제: 서양의 고전수사학과 현대수사학
-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09:50~17:30
- 장소: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호암관 305호(50305)
- 주최: 한국수사학회

○ 수강료 :  사전 등록 - 학생, 대학원생 2만원, 일반 4만원
            현장 등록 - 학생, 대학원생 3만원, 일반 5만원
          * 사전등록 계좌번호: 국민은행, 331302-04-264955(전영란)
            사전등록시 교육이사 이메일로 입금자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 교  안 : 추후 수사학회 홈페이지(www.rhetorica.org)에 안내 예정
○ 특  전 :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한국수사학회 회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문  의 : 한국수사학회 교육이사(이현서) trinity72@hanmail.net 
           
○ 오시는 길 : 
① 지하철 안내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성균관대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차

소(농구장 옆)에서 내리시면 호암관(갈색 12층 건물)이 보입니다.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또는 1호선 종각역 2,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

-2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점(성균관대 후문)에서 하차 후 나무 계단으로 80m 정도 오
시면 왼쪽에 호암관(갈색 12층 건물)이 보입니다. 

09:30~09:50 등록 및 개강                     사회

09:50~10:00 개회인사: 이상철(한국수사학회 회장, 성균관대)

손윤락(동국대)

10:00~11:50
1.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강의주제 : 그리스 수사학

11:50-13:00 중식

13:00~14:50
2. 안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강의주제 : 로마 수사학

14:50~15:10 휴식 및 기념촬영

15:10~17:00
3. 김종영(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주제 : 현대 수사학

17:00~17:30 수료식 및 폐회식           
나민구

(한국외대)



② 셔틀버스 안내
▪ 정류장 : 혜화역 1번 출구 → 학교 진입로 앞 정류소 → 성균관대 정문 → 600주년기념관 

→ 정차소(농구장 옆)
▪ 이용요금 : 현금 300원
▪ 운행시간 : 방학 중 평일, 토요일 07:00~19:00

[호암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