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사학회 2019년 추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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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TORIC SOCIETY OF KOREA 2019 AUTUMN 
CONFERENCE -

- 주제 : 사랑과 미움의 수사학

“Rhetoric of Love and Hate” 

-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동국대학교(서울) 신공학관 3107호

- 주최: 한국수사학회, 한국연구재단 ‘소통시민’연구팀 
- 주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한국수사학회 2019년 추계 정기 학술대회

- RHETORIC SOCIETY OF KOREA 2019 AUTUMN 
CONFERENCE -

- 주제: 사랑과 미움의 수사학 Rhetoric of Love and Hate
-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2일(토), 동국대학교 신공학관3107호
- 주최: 한국수사학회, 한국연구재단 ‘소통하는시민’연구팀 공동주최
- 주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12:30- 등록 (신공학관 3107호)           

1:00- 개회사: 이상철(한국수사학회 회장, 성균관대)    사회: 손윤락(동국대)

1:05- 환영사: 조상식(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학장)

1:10-1:40 기조강연: 허구생(단국대)
*사랑의 연대와 유기체적 공동체- 엘리자베스 1세의 공적 담론

1:40 전체 기념촬영

세션1. 사랑과 미움 (3107호) 세션2. 사람·시민·소통 (3106호)

논문발표 사회: 박현희(서울대) 사회: 전종윤(전주대)

1:50-2:30

발표1: 김헌(서울대)
*사랑과 미움의 수사학 – 아리스
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접근
토론: 김기훈(서울대)

발표1: 손윤락(동국대)
*민주주의의 원리 fraternitas – 
사회적 우애 혹은 연대의 역사
토론: 송대현(인천대)

2:30-3:10

발표2: 장혜영(명지대)
*연애편지의 수사학

토론: 조미옥(경남대)

발표2: 이상철(성균관대)
*미국의 수사학 비평 연구: 흑인 
인권운동과 젠더 평론을 중심으로
토론: 신동진(성균관대)

3:10-3:50

발표3: 이귀혜(커뮤니케이션연구소)
*미움, 증오, 혐오 텍스트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토론: 하병학(가톨릭대)

발표3: 김세원(한국외대)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 교육과 소
통 교육
토론: 신용인(제주대)



3:50-4:05 휴식

논문발표 사회: 최인선(연세대) 사회: 전영란(성균관대)

4:05-4:45

발표4: 신정아(한신대)
*중국동포와 탈북민 간 혐오와 소
통 양상
토론: 유상건(상명대)

발표4: 전성기(고려대)
*수사선(禪)으로의 초대

토론: 김원명(한국외대)

4:45-5:25

발표5: 김동규(동아방송예술대)
*분노를 치유하는 설교에 내재된 
수사학적 소통 플랫폼
토론: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5: 이민섭(경희대)
*토론 형식 비교 연구 – 영국 의
회식과 미국 의회식
토론: 최성우(연세대)

5:30-6:00 2019년도 한국수사학회 총회       사회: 안성재(인천대)

6:00 폐회사: 나민구(한국수사학회 부회장, 한국외대)



- 차 례 -

기조 강연

강연자. 허구생(단국대)
*사랑의 연대와 유기체적 공동체- 엘리자베스 1세의 공적 담론 ·········································· 1 

세션 I. 사랑과 미움

= 1부 사회: 박현희(서울대)

발표 1. 김헌(서울대)
*사랑과 미움의 수사학 –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접근 ······································ 17 
□ 토론: 김기훈(서울대)

발표 2. 장혜영(명지대)
*연애편지의 수사학 ············································································································ 29 
□ 토론: 조미옥(경남대)

발표 3. 이귀혜(커뮤니케이션연구소)
*미움의 수사학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애증, 증오, 혐오 키워드 중심- ········ 41 
□ 토론: 하병학(가톨릭대)

= 2부 사회: 최인선(연세대)

발표 4. 신정아(한신대)
*중국동포와 탈북민 간 혐오와 소통 양상 ····································································· 61 
□ 토론: 유상건(상명대)

발표 5. 김동규(동아방송예술대)
*분노를 치유하는 설교에 내재된 수사학적 소통 플랫폼 ············································ 63 
□ 토론: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세션 II. 사람·시민·소통

= 1부 사회: 전종윤(전주대)

발표 1. 손윤락(동국대)
*민주주의의 원리 fraternitas – 사회적 우애 혹은 연대의 역사 ····························· 75 
□ 토론: 송대현(인천대)

발표 2. 이상철(성균관대)
*미국의 수사학 비평 연구: 흑인 인권운동과 젠더 평론을 중심으로 ······················· 91 
□ 토론: 신동진(성균관대)

발표 3. 김세원(한국외대)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 교육과 소통 교육 ··································································· 105 
□ 토론: 신용인(제주대)

= 2부 사회: 전영란(성균관대)

발표 4. 전성기(고려대)
*수사선(禪)으로의 초대 ···································································································· 119 
□ 토론: 김원명(한국외대)

발표 5. 이민섭(경희대)
*토론 형식 비교 연구 – 영국 의회식과 미국 의회식 ··············································· 139 
□ 토론: 최성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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