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사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 텍스트와 고전을 통해 읽는 수사학 -

▣ 일 시: 2021년 6월 12일 (토) 13:00-18:30

▣ 참여 방법: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ZOOM)
  - 개회 및 제1부 1세션:
           https://snu-ac-kr.zoom.us/j/82341631088 (823 4163 1088) 
  - 제1부 2세션: https://snu-ac-kr.zoom.us/j/85360718528 (853 6071 8528)
  - 제2부: https://snu-ac-kr.zoom.us/j/82341631088 (823 4163 1088)

▣ 주최 및 주관: 한국수사학회

▣ 학술대회 일정

13:00-13:10
개회사:� 김헌(한국수사학회�회장,� 서울대)� � 사회:� 박현희(서울대)

� � � � � � � https://snu-ac-kr.zoom.us/j/82341631088� (ZOOM� ID:� 823� 4163� 1088)�

제1부:� 고전에�담긴�수사학,� 수사학에�담긴�고전

Session� 1� 주제�발표:� 동서양�고전과�수사학

�사회:� 박현희(서울대)

https://snu-ac-kr.zoom.us/j/82341631088

(ZOOM� ID:� 823� 4163� 1088)�

Session� 2� 주제�발표:� 그리스�고전과�수사학

�사회:� 김유석(서울대)

https://snu-ac-kr.zoom.us/j/85360718528

(ZOOM� ID:� 853� 6071� 8528)

13:10-13:40
(제1발표)

백광준(서울시립대),� 청대� 동성파와� 수사학� �

氣와�그�이론�체계

안상욱(숭실대),� 『수사술』의� 연역추론과� 『분

석론』의� 연역추론의� 비교� 연구:� 토포스를�

중심으로

13:40-14:10
(제2발표)

고지영(제주대),� 생략� 삼단� 논법으로� 분석한�

『장자‧양생주』와�교육에의�적용�방안

최미(서울대),� 찬사와� 비난의� 이중� 구조:� 이

소크라테스의� 『부시리스』� 구조�분석

14:10-14:40
(제3발표)

성중모(서울시립대),� 키케로의� ‘일반� 문제’� 수

사학

김충구(서울대),�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과시

연설� 『헬레네』� 분석

14:40-15:10
(제4발표)

지수현(연세대),� Rhetoric� of� Shakespeare’s�

Rome� (셰익스피어의�로마�수사학)

김동규(성균관대),�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지털�

레토릭의�가능성

15:10-15:40
(토론)

종합토론 종합토론

15:40-16:00
(휴식)

휴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사학회에서는 오는 6월 12일(토) 13:00-18:30에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를 통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텍스트와 고전을 통해 읽는 수사학>으로 총 11개의 발표에 12명의 
발표자께서 동서양 고전과 수사학, 텍스트와 수사비평 등의 세부 연구 주제를 다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학계 중견 연구자 선생님들을 비롯해 신진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가 폭넓게 두루 참
여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COVID-19로 인해 부득불 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된 점 회원 선생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바라며, 학기말이라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1년 6월 1일

- 한국수사학회 배상.

제2부:� 자유�주제�발표

� 사회:� 김기훈(서울대)� https://snu-ac-kr.zoom.us/j/82341631088� (ZOOM� ID:� 823� 4163� 1088)�
16:00-16:30
(제5발표)

은지향(이화여대),� ‘This� was� not� policing’:� 케네스� 버크의� 펜타드� 요소에� 기초한� 조지� 플

로이드�살인사건�재판�최종�변론�수사비평

16:30-17:00
(제6발표)

정로로(이화여대)·박성희(이화여대),� 사과문(Apologia)의� 문화간� 특성� 수사비평:� 중국� 내� 테

슬라�사과문의�전략적�수사�효과를�중심으로

17:00-17:30
(제7발표)

이혜정(연세대),� Construction�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 analysis� from�

Roland� Barthes’� Mythology� Perspective

17:30-17:50
(토론)

종합토론

17:50-18:30
연구윤리�교육:� 이상철(한국수사학회�연구윤리위원장,� 성균관대)

폐회사:� 나민구(한국수사학회�부회장,� 한국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