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허브 연구 공모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결과공유회

청년허브는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문제를 말하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며 해결의 방법을 모
색하기 위하여 청년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여의 연구기간동안 나를 둘러싼 사회
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의미와 방향을 스스로 찾아보았던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청년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해보며,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다음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저녁 18:30~21:30
❍ 장 소 : 청년허브 곳곳
❍ 참여자 : 청년연구자 및 전문가, 연구에 관심있는 누구나
❍내 용
시간

내용

18:30~19:00

오프닝

19:00~19:10

상세내용
연구 취지 및
연구그룹 공유회 일정 안내
그룹별 공유회 장소로 이동

19:10~20:10

세션1

팀별 연구 발제

20:10~21:30

세션2

질의응답 및 이야기

그룹

연구주제
대한민국을 텅텅 비우고 난 뒤: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떠난 청년들의 노동과 삶
청년, 해외, 노동:

그룹1
이슈를 말하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재현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명
이규호

우승현, 황해정

첨단 · 지식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표준 마련에 관한
구로노동자조사그룹
탐색적 연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조사연구
혐오의 대상에서 혐오의 주체로
: 디지털 여성청년주체(Digital Female Youths Subject)의 탄생

장민지
신지예,김영민,

목동 행복주택 사례를 통해 본 청년 주거문제와 시민성
그룹2

학교 밖으로 나와 청년이 되다

활동을 정리하다

그룹3
방향을 설계하다

이다솔, 한광현
청년협동조합 드림아토

(최인헌,윤여정)

청년 독립생활자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차해영,권혜주,

:밥, 잘 먹고 있나요?

이민아,김아리

청년도 늙는다

강지웅

젊은 시각 예술가들의 현재는 지속 가능한가

아트바바

-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장동녁, 김유정)

청년창업가의 '곁'은 누구인가

박일주

강현주,김원석,
청년 성소수자 인식실태조사 및 청년 성소수자 활동가 당사자의 고민중,백시진,
장길완,진기훈,
욕구조사
황혜준

[그룹1] 이슈를 말하다

단체명
주제명

이규호
대한민국을 텅텅 비우고 난 뒤: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떠난 청년들의 노동과 삶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K-무브 등 청년해외인턴 사업을 적극 추
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취업에 나선 청년은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

간략소개

기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직업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한국청
년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정부정책의 근시안적 설계와 한국청년이 처한 열악
한 근로조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단체명
주제명

우승현, 황해정
청년, 해외, 노동:
워킹홀리데이 관련 재현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재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제도의 형성과

간략소개

사용 사이의 간극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체류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의 속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일회적인 사건, 사고보다는 한국에서도 해외
에서도 하향화되어가는 청년의 위치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명
주제명

장민지
혐오의 대상에서 혐오의 주체로
: 디지털 여성청년주체(Digital Female Youths Subject)의 탄생
본 연구는 여성혐오와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사회적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메

간략소개

갈리아’라는 미디어를 분석. 미디어 상에서 여성 스스로 여성혐오를 극복하는
방식과 여성이 젠더평등의 주체가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단체명

구로노동자조사그룹

주제명

첨단 · 지식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표준 마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디
지털산업단지 노동자조사연구
구로노동자조사그룹은 현대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궁핍화에 반대하

간략소개

며, 노동자들의 존엄회복과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
그룹으로서 노동정책 기획 및 실시 단체입니다

[그룹2] 활동을 정리하다

단체명

신지예,김영민, 이다솔, 한광현

주제명

목동 행복주택 사례를 통해 본 청년 주거문제와 시민성
목동 행복주택은 결과적으로 취소. 연구자는 목동주민과 대책위원회, 여야 지

간략소개

역위원장,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본 연구는 목동 행복주
택의 취소과정과 지역 내 정책합의 과정을 심층 탐구함으로써, 향후 행복주택
정착에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단체명

청년협동조합 드림아토 (최인헌,윤여정)

주제명

학교 밖으로 나와 청년이 되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된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삶을 이번 연구를 통

간략소개

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가고 잇는 시간들을 알
아보고자 합니다.

단체명
주제명

간략소개

차해영, 권혜주, 이민아, 김아리
청년 독립생활자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밥, 잘 먹고 있나요?
만 19세~34세 1인 청년 독립생활자의 건강한 밥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한끼
식사의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식생활 설문조사 연구

[그룹3] 방향을 설계하다

단체명

강지웅

주제명

청년도 늙는다
본 연구는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청년의 보편적인 의미를 탐색

간략소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60년대 <사상계>에 수록된 청년에 관한 문헌
의 내용들을 개별 단락 또는 복수의 문단 단위로 발췌 및 조합하는 방식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단체명
주제명

간략소개

아트바바 (장동녁, 김유정)
젊은 시각 예술가들의 현재는 지속 가능한가
-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젊은 시각 예술가들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식들을 논의 합니다

단체명

박일주

주제명

청년창업가의 '곁'은 누구인가

간략소개

청년창업가의 인적 네트워크 파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의지와 경영지속의지
를 고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 합니다

단체명

강현주, 김원석, 고민중, 백시진, 장길완, 진기훈, 황혜준

주제명

청년 성소수자 인식실태조사 및 청년 성소수자 활동가 당사자의 욕구조사
현재의 청년세대가 많은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지만 청년
성소수자의 경우 청년이라는 해당 생애주기의 많은 가능성을

간략소개

공적으로 '금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 하에서 불가능한 삶을 가능한 것으로 만
들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을 만나보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비성소
수자 청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