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첫번째 열린강좌----------------------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

최근 한국의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들과 변화를 싫어하고 진보를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박근혜정부가 들
어섰습니다.

이들은 정말 잘 할수 있을까요?
왜 진보주의자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시대에 정말 필요한 위대한 대통령이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과연 옳은 말일까요?

2013년 열린 강좌를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엽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잘할 수있을까요?
미국을 위시한 영국 등 서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21세기 한국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을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

1) 20세기의 세계와 이데올로기

1. 이데올로기 시대의 시작
2.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싹튼 문화사상
3.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신문화사상

2)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좌파와 우파 대립 

1. 한국의 전통사회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
2.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과 이데올로기 집착
3. 한국의 21세기를 위한 전망과 비전

일시; 2013년 1월 17일(목요일) 오후 3시
장소; 토튼흠 크라운 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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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이해하는 관념의 세계와 이데올로기의 극복

우리는 누구나 이데아(관념)의 세계(이데올로기) 속에 삽니다.
때로는 한 발을 현실 세계 속에 담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관념적 공간 속에 담고 삽니다.
우선 바르게 관념이 무엇인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합시다. 
즉 이데아나 이데올로기는 현실과 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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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데아나 이데올로기를 자칭 우파와 타칭 좌파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정치가들은  지금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세계를 대립시키
고 한국에선 여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려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이중적 탄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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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 정당사

1.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 : 조선공산당(박헌영), 여운형
조선노동당 (1949.6.30)ʻ조선인민공화국ʼ 성립(1945.9.6)을 계기로 해산. 
2.북조선노동당(1946.8.28) : 북조선공산당(김일성), 조선신민당
3.남조선노동당(1946.11.23) :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4.진보당(1956) : 조봉암 등
5.민중당(1990.11.10) : 백기완, 이우재, 고영구, 장기표, 박계동 등
6.청년진보당(1998.11.29)
7.사회당(2001.8.26)
8.민주노동당(2000)

        강의및 교재문의/bookclub21@hotmail.com 
                 http://www.facebook.com/RPInstitute

2012년 열린 <전하현 열린 강좌의 주제 >

12월 19일 강연회; 이상한 나라 영국, 앨리스의 미술사
11월 22일 강연회;  21세기에 엘리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의 것
10월 26일 강연회; 현대문화사 강좌/ 유럽과 미국의 문화사 쟁탈전.
10월 5일 강연회;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영국 사회읽기> 2번째 강연/ 영국사회로 본 한국 사
회구조
9월 28일 강연회; 사회문화강좌, 범죄 드라마로 분석한 영국사회
9월 4일 강연회; 에게문명과 아마르나 문명
8월 28일, 2차 <뭉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강의
8월 17; 덜위치 갤러리, 네덜란드 미술과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8월 4일; 문화예술강좌/고딕-르네상스의 하이브리드 예술
7월 22일; 문화강좌/Sex & Sexy, Fashion & Passion, Money & Desire
7월 20일; 현대미술 강좌/<뭉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6월 29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 그리고 오늘
5월 30일; 20세기 문화사 강좌/ 3개의 패러다임
5월 12일; 문화기행 강좌/ 리버풀 시티에서 만나는 빅토리안 건축
3월 30일; 현대미술과 페미니즘/ 야요이 쿠사마
3월 29일; 주영 한국 대사관(런던)에서 강연회
3월 22일;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강/ 21세기 초두를 이끌 문화, 환상주의 (FANTASISM)
2월 28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차 강좌
2월 16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월 15일; 미술사 강좌/ 바르비종파가 바꾼 세상의 풍경들
2월 9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양강좌/ 여자란 무엇인가?
2월 2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2차 강좌/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1월 21일; 문화와 사회 현상강좌/ 이미지로 읽는 오늘의 사회
1월 19일; 창조산업 강좌/감동의 기술, 감동을 시켜야 뜬다!
1월 7일; 현대미술강좌/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개
1월 6일/ 문화예술강좌/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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