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반]
청년으로 문화연구 입문하기

개요

청년은 2010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buzzword다.
따라서 '청년'을 둘러싼 문화정치의 흐름들은 분석대상으로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동시에 '청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물들은
문화연구 분야의 오랜 접근법들과 닮아 있기도 해,
문화연구 입문자들에게 유용한 '문화연구적' 관점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합신세G 청년문화연구반에서는 '청년'에 관한 국내 연구물들을 직접적으로 읽어보면서,
연합신세
특정한 주제에 대한 (복수의) 문화연구적인 접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미나원들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문제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분들에게 강추!

# '청년'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의식을 동료들과 함께 연구문제로 만들어보려는 사람!
# '청년'을 연구소재로 한 연구물들을 읽으면서 문화연구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

이끔이

김선기, 정보영
김선기
주차별 내용
내용

텍스트

Addtional

1주차

재현/담론과 문화연구:
재현
'청년세대' 담론과 청년 표상

김선기 2016
김선기,
최성민, 2012
최성민

김선기, 2014 이우창, 2016
김선기

2주차

통계적 방법과 문화연구:
청년과 가치관 세대 갈등

김선기와 동료들, 2018

박경숙과 동료들, 2013

3주차

정치철학과 문화연구:
청년과 정치/사회운동

카를 만하임, 1929/2013
박이대승, 2017
박이대승

정보영 2017
정보영,
전상진, 2018
전상진

4주차

에스노그라피와 문화연구:
청년들의 삶 읽기

조문영과 동료들, 2017

이영롱
이영롱·명수민,
2016
김선기, 2017
김선기

5주차

당신 문화연구자가 되라!:
당신,
청년문화연구 주제 찾기

세미나원 각자의 발표문

김선기와 동료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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