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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459052(8984459054)

쪽수 316쪽

크기 153 * 220 * 23 mm /550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 Youth Cultures in China/Fung, Anthony Y. H.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학 > 사회학일반 > 사회비평에세이

정치/사회 > 사회학 > 각국사회/문화 > 중국사회/문화

이 책의 주제어

#중국사회

주류 문화가 아닌 젊은이 문화를 통해 살펴본 중국

변화가 무척이나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에서 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세계화가 깊어지고 여러 문화에 노출되는 시대에, 일당 지

배체제인 나라에서 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흥미롭고도 다채로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책은 중국 젊은이의 삶을 탐구하고 이

들의 경험, 이들이 매체에서 재현되는 모습, 이들이 기존 매체 및 신생 매체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저자들은 가정, 학

이 책의 원서번역서  

[해외] Youth
Cultures in China
(Paper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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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예룬 더클룻

저자 : 앤소니 펑

역자 : 김정아

교, 직장, 국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중국의 젊은이 문화를 다

룬다. 저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대 중국 문화와 사회를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비전문가 독자에게

도 흥미로울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예룬 더클룻(Jeroen de Kloet)은 암스테르담대학교에서 암스테르담 세계화 연구 센터장으로 일하며 세계화 연구를 가르치

는 교수이다.

저자 앤소니 펑(Anthony Y. H. Fung)은 홍콩중문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학과장 및 교수이자, 중국 베이징사범대학교와 지난대

학교의 교수이다.

역자 김정아는 글밥 아카데미 수료 뒤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당신의 잠든 부를 깨워라』, 『통

계학을 떠받치는 일곱 기둥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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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제4장 중국의 이성애 규범성과 이에 따른 불만 

들어가며 
 

중국인에게 성역할이란? 

이성애 규범에 깔린 열망 Ⅰ: 연구 결과 

14,400원

애프터 피케티(After
Piketty)(양장본

토마 피케티

34,200원

세계미래보고서
2018

박영숙

14,400원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9822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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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3648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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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86805954


이성애 규범에 깔린 열망 Ⅱ: 매체에 재현된 모습 

이성애 규범성 뒤흔들기 Ⅰ: 로맨틱 코미디 

이성애 규범성 뒤흔들기 Ⅱ: 동성애 중국 

이성애 규범성 뒤흔들기 Ⅲ: 섹스와 페미니즘 
 

새 매체의 역할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버자이너 모놀로그> 

나가며 

제5장 이동성, 주변화, 그리고 욕망 

들어가며 

이주 젊은이, 재현, 그리고 욕망 

매체 생산자인 이주 젊은이 

이주 젊은이와 신생 매체 기술 

컴퓨터 게임과 비물질 노동 
 

금화벌이와 농사 

마을에서 예술 마을로: 새로운 공간과 이동성 

나가며 

결론 젊은이와 희망

책 속으로

사실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은 당의 사상을 알리는 선전 기관의 구호,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의 꿈’ 같은 말에 사

로잡히지도 않고, 일상에서 공산주의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에 대놓고 맞서거나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

는 일도 드물다. 적어도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들과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그런 견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서구인’에게는 젊

은이가 지배 세력에 맞서 들고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자기가 국가의 발

아래 눌려 있다고 느낄 때마저도 공산당의 가... 더보기

출판사 서평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구매하신 책에 Klover 평점/리뷰를 남겨주시면 통합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0.0 /10

0

0

0

0

다양한 감성, 새로운 시각, 탄력적인 에너지로 무장한 중국의 젊은이 문화를 엿보다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2014년 가을에 우산 혁명을 펼친 홍콩 젊은이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도 않고, 아랍

의 봄과 달리 체제 전복을 겨냥하지도 않으며, 1989년에 톈안먼 저항에 나선 이전 젊은이들과 달리 부패에 맞서 공개적으로 싸우

지도 않는다. 이들은 1980년대에 성장한 세대와도 다르다. 1980년대에는 문화 열기가 중국을 휩쓸어 젊은이들의 넋을 쏙 빼놓았

고, 이에 발맞춰 젊은이들이 삶의 다른 의미를 찾아 중국 국경 너머 ... 더보기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 적립은 작성 후 다음 날 혹은 해당 도서 출고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Klover 평점/리뷰 (0)

안내

안내

0 0 0 0 0 0

javascript:openWriteKloverReview('JLx', '');
javascript:pd_goBooklogReviewWrite('','9788984459052','KOR', 'JLl', 'KDTRRVreviewwrite');
javascript:popOpen('layerReview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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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공감순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전체 최신순

좋아요 잘읽혀 정독해 기발해 유용해 기타

javascript:sortReview('klover', 'orde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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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

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

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기프트 BEST

1+1 소형 유포지 인덱스 방수 네

임스티커(312조각)

3,500  (75%↓)

[핫트랙스 단독] 2018 가계북

핸디 - 버건디

9,450  (10%↓)

2018년 르슈크레 스탠드 스케줄

러

7,9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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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ift.kyobobook.co.kr/ht/product/detail?barcode=2310028376499&orderClick=JAp
http://gift.kyobobook.co.kr/ht/product/detail?barcode=8809478030081&orderClick=JAp
http://gift.kyobobook.co.kr/ht/product/detail?barcode=8809519170974&orderClick=JAp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협력사여러분 제휴·도서홍보 광고센터 채용정보 서비스 전체보기

㈜ 교보문고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대표이사 : 이한우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대표전화 : 1544-1900 (발신자 부담전화)   팩스 : 0502-987-5711 (지역번호공통)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653호 ▶사업자정보확인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 한상훈 privacy@kyobobook.co.kr
 

COPYRIGHT(C) KYOBO BOOK CENTRE ALL RIGHTS RESERVED.

LG U+ 구매안전서비스   ▶서비스 가입 확인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LG유플러스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획득

FAMILY SITE

http://www.kyobobook.co.kr/company/intro.laf?orderClick=rXa
http://www.kyobobook.co.kr/contents/provision.laf?orderClick=rXc
http://www.kyobobook.co.kr/contents/privacyPolicy.laf?orderClick=rXd
http://www.kyobobook.co.kr/guidePublisher/intro.laf?orderClick=rXf
http://www.kyobobook.co.kr/cooper/cooperInfoRegistration.laf?orderClick=rXi
http://www.kyobobook.co.kr/cooper/bookInfoRegistration.laf?orderClick=rXh
http://adcenter.kyobobook.co.kr/?orderClick=rXg
https://ehr.kyobobook.co.kr/recr/recruit_system_1.jsp?orderClick=rXb
http://www.kyobobook.co.kr/contents/sitemap.jsp?orderClick=rXm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ViewPopup.jsp?wrkr_no=1028111670
mailto:privacy@kyobobook.co.kr
http://www.kyobobook.co.kr/prom/EscrowJoinConfirm.jsp?orderClick=rXn
http://www.kyobobook.co.kr/pop_ism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