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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청년TNA <동네청년 공개강좌>

가나

청년,
동네로 돌아가다!

Young man return to their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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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순서
청년,

동네로 돌아가다!

시간 순서 발제자

19:00-19:10 10분 인사말

19:10-20:20 70분 발제1
김 태 훈 소장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

20:20-21:10 50분 발제2
김 성 우 대표간사

IVF 동서울지방회

21:10-21:30 20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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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청년 추천도서

다시, 마을이다 : 위험 사회에서 살아남기

조한혜정 저 | 또하나의문화 | 2007년 11월 

마을 만들기의 발상
다무라 아키라 저/강혜정 역 | 소화 | 2005년 11월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박원순 저 | 검둥소 | 2009년 04월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 에코뮤지엄 기행

오하라 가즈오키 저/김현정 역 | 아르케 | 2008년 08월 

마을의 귀환 :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저 | 오마이북 | 2013년 09월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황주석 저 | 그물코 | 2007년 10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 저 | 녹색평론사 | 201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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