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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끔이

내용 텍스트 내용

1주차
문화연구와문화연구와 공간적 전환. 
그리고그리고 공간의 문법들

이기형이기형(2008), 문화연구와와 공간
전규찬전규찬(2015), 위기의 도시 문화연구 재문맥화

공간이라는공간이라는 익숙하지만 낯선 대상에 접근하기.
문화연구의문화연구의 대상으로, 공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2주차
 '공간'과 '장소'의 문제:
재현과재현과 상징의 문제들

김형곤김형곤(200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이동헌이동헌, 이향하(2011),  강남의 심상규모와 경계 짓기
의의 논리 
이해수이해수(2018). 1963~1970년 동심의 낙원, 남산공원
의의 문화정치
Auge. M(1992/2017). <비장소>
Thrift. N & Crang. M(2000/2013). <공간적 사유> - 
14장.

공간과공간과 장소와 관련된 주된 개념들: 공간, 장소, 장소상실, 
비장소비장소.

인지의인지의 지도 그리기cognitive mapping
위치위치(지정학lacation)의 정치학.

기억의기억의 공간과 상징(물)의 정치: 도시 공간 내 건축물/특정 
공간에공간에 얽힌 기억들. 

역사로서의역사로서의 도시 공간과 집단적 기억. 그리고 기념물(상징)
을을 둘러싼 문화 정치.

3주차
사회적사회적 공간화: 

도시도시 공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들
Soja. E(1993/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임동근임동근, 김종배(2015).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공간의공간의 배치와 구성의 변화: 공간적 조건들.
공간공간 물신론spatial fetishism의 한계
자본의자본의 축적 논리와 도시 공간

4주차
도시도시 공간의 개념에서
공간적공간적 실천으로

Merrifield. A(2013/2015). <마주침의 정치>
de Certeau. M(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3부, 7장. 'Walking in the City'

벤야민의벤야민의 '만보객 되기'
미셸미셸 드 세르토의 '보행 발화', 그리고 도시 공간을 점유하
는는 자로서의 전술과 전략. 고유 장소의 확보라는 저항.

앙리앙리 르 페브르의 공간적 실천, 도시the city라는 인식론에
서서 도시적인 것the urban이라는 존재론으로의 전환. 

앤디앤디 메리필드의 마주침의 정치. 공간을 점유하기와 도시 
공간공간 내에서의 권리 획득.

5주차
도시도시 공간이라는 대상, 그리고 
일상에일상에 대한 관심 재점화하기

세미나세미나 구성원들 각자의 관심사가 담긴 
쪽글쪽글 발표 및 토론

텍스트텍스트 리스트

 

[공간반] 
문화연구의문화연구의 시각으로 공간 읽기

공간적공간적 전회 이후, 공간과 장소라는 대상은 문화연구를 비롯한 
사회학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상당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천착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와이와 같은 관심은 때로는 '공간'과 '장소'가 발현하는 시학과 정치학에 초점을 맞추어지기도하고, 
때로는때로는 공간의 구성과 배치, 그리고 변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발현하기도 한다

물론물론 공간은 우리 인간 주체들의 일상과 떼 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며, 
경우에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의 상징을 발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공간'의 문제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화연구의문화연구의 관점으로 도시 공간과 일상이라는 대상을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구승우구승우, 김지수

주차별주차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