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2 '수사학 아카데미’ 열네 번째 모임을 알립니다.

한국수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1년 3월 넷째 주 토요일(27일)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수사학 아카데
미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월례 발표회는 “수사학을 만든 고전”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올
해에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사학’/'레토릭’은 무엇인지, 동서고금의 중요 텍스트를 검토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 나가려
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2022년 12월 한국수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
니다. 

제14회 수사학 아카데미 월례발표회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 당초 예정했던 대면 행사는 참여 신청자가 적고, 코로나 방역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이유
로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Zoom 초대 링크와 아이디입니다.
https://snu-ac-kr.zoom.us/j/84808536277

회의 ID: 848 0853 6277

https://snu-ac-kr.zoom.us/j/84808536277


* 수사학 아카데미 월례발표회 일정

(1) 2021년 3월 27일: 토크 콘서트 - 동양의 수사와 서양의 레토릭
(2) 2021년 4월 24일: 김헌 “이소크라테스의 <안티도시스>
(3) 2021년 5월 22일: 안성재 “공자의 수사학 - <논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4) 2021년 6월 26일: 김유석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5) 2021년 7월 24일: 김월회 “고대 중국의 말듣기와 말하기 전통-순자를 중심으로”
(6) 2021년 8월 28일: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7) 2021년 9월 25일: 나민구 “귀곡자의 <귀곡자>”
(8) 2021년 10월 23일: 안재원 “키케로의 <연설가에 관하여>”
(9) 2021년 11월 27일: 송미령 “장자의 <장자>”
(10) 2021년 12월 18일: 김기훈 “퀸틸리아누스의 <연설가 교육>”
(11) 2022년 1월 22일: 이현서 “<손자병법>”
(12) 2022년 2월 26일: 이영훈 “라무스의 <수사학>”
(13) 2022년 3월 26일: 신의선 “중국 선시 속 선적 수사”
(14) 2022년 4월 30일: 하병학 “페렐만 <수사 제국>”
(15) 2022년 5월 28일: 박우수 “리처드의 <수사학의 철학>-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수사
학”
(16) 2022년 6월 25일: 전성기 “미셸 메이에르의 <제문론적 수사학>”
(17) 2022년 7월 23일: 전종윤 “리쾨르의 <역사와 진리>에서 본 수사학” 
(18) 2022년 8월 27일: 이재원 “기퍼의 <언어 상대성 원리는 있는가?>”
(19) 2022년 9월 24일: 최선경 “한국 선인들의 문장론과 작문론”
(20) 2022년 10월 22일: 이상철 “텍스트 미정-미국 현대 수사학과 커뮤니케이션학” 
(21) 2022년 11월 26일: 김종영 “크나페 <현대 수사학>”

발표자와 학회 사정에 따라 일자와 순서,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수사학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