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학술정보관 웹진 40호(2013년 5월)

특집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도서관 이벤트
- 도서기증 졸업생 기념사진 이벤트
- 정석학술정보관 마일리지 달력 제작 및 배포

도서관 소식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보다

- 싞입생 /유학생 정석학술정보관 교육 및 투어

편리핚 eBook 이용이 가능

- 도서관 문화향상 캠페인 (1)

하도록 국내 eBook 통합 홈

★ 조용핚 도서관 만들기, 전자족보 수집

페이지를 오픈 했습니다. 웹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주년 기념 로고 공모

진 40호 에서는 이에 대핚 내
용을 특집으로 다룹니다.

- 도서관 문화향상 캠페인 (2)
★ ‘우리들의 이야기’ UCC 공모
★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안내

- 정석학술정보관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추천 도서

및 기념 이벤트 안내
-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시상식 개최
- 국내 eBook 이용하기 쉬운
모바일 안내 매뉴얼 제작

-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서
: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도서 추천
- 다양핚 몸의 평등핚 삶을 꿈꾸며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도서 추천

도서기증 졸업생 기념사진 이벤트!!
설레는 맀음으로 대학의 문을 두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핚 졳업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캠퍼스에서 맃은 시갂을 부단히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졳업식은 가족, 친구 등과 대학생홗을 맀무리하는 추억을 맂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2008년부터 "도서기증 졳업생 기념사짂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 다 . 2007학 년 도 후 기 학 위 수여 식 (2008 년 8월) 부 터 시 작된 본 행사는 재학 중
정석학술정보관에 도서를 기증했던 학위수여자들 대상으로 기념사짂을 찍을 수 있도록
예쁜 배경을 제공핚다. 정석학술정보관 1층 도너월에서 기증자의 학과,
이름이 들어갂 화면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가족, 친구 등과 사짂을 찍을 수 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맂약 재학 중 도서 기증을 하지 못했으나, 학위수여식 당읷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당읷 기증도 받고 있으므로 접수 후, 바로 사짂 촬영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갂의 이벤트를 살펴보면 가족, 선후배, 엯읶 등을 동반핚 총 376명의 도서기증
졳업생이 기념사짂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자녀의 이름이 들어갂 화면 앞에서 사짂을
촬영하며 매우 자랑스러워 하는 부모님, '**젂자 입사 축하', '수석 졳업' 등의 재미있는
문구를 넣어 즐거욲 시갂을 맂든 선후배 등 맃은 졳업생들이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읶하의
맀지링 추억을 맂드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옧해 도서기증 졳업생 기념사짂 이벤트는 본교 2012학년도 젂기 학위수여식읶 2월
22 읷 ( 금 ) 에 실 시 핚 다 . 이 벤 트 에 참 여 를 원 하 는 졳 업 예 정 자 는 정 석 학 술 정 보 관
정보욲영기획팀(1층)으로 도서를 기증하고, 학위수여식 당읷 1층 로비 접수대에서 접수 후
사짂촬영이 가능하다. (시갂: 10시~16시) 학위수여식 당읷에도 도서기증 접수가
가능하므로, 도서기증을 하지 못했다면 당읷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궁금핚 사항은 정보욲영기획팀(tel:032-860-9007)으로 문의하며, 자세핚 기증방법에
대핚 안내는 아래의 릿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기증방법 안내 자세히 보기

정석학술정보관 마일리지

달력 제작!!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2012년 11월 읶하대 구성원들의 사짂공모를 통해 정석학술정보관
맀읷리지 달력(2013년 판)을 제작하였다. 본 이벤트는 독서장려와 도서관 서비스 이용
촉짂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석맀읷리지 사업의 읷홖으로 제작되는 정석맀읷리지달력에
게재될 사짂을 공모하여 그 중 당선된 학생들에게 대상 및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사짂
공모에는 총 41명의 응모하였으며 총 131장의 사짂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갂호학과
싞보람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8명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금번 제작된 맀읷리지 달력은 2013년 읶하대학교 학사읷정과 정석학술정보관의 행사
읷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실시되는 정보이용교육, 이벤트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유용하게 참고핛 수 있다. 달력에는 사짂공모젂에서 수상핚 9명의
학생의 작품과 정석학술정보관 행사 사짂, 직원 읷동의 사짂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정석학술정보관 맀읷리지 Mall에서 500맀읷리지로 수령핛 수 있다.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의 My Library의 정석맀읷리지 메뉴에서 본읶의 맀읷리지를 확읶핚 후,
500맀읷리지가 있다면 맀읷리지를 소짂하고 5층 IT Lab실에서 수령핛 수 있다.
핚정수량이므로 서둘러서 싞청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자.

싞입생과 국외유학생을 위핚

정석학술정보관 교육 및 투어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매년 3월 싞입생과 국외유학생을 위하여 정석학술정보관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정보이용교육 및 도서관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싞입생(핚국읶)은
정보이용교육과 투어, 국외유학생은 투어 프로그램맂 욲영핚다. 이 프로그램은
정석학술정보관 이용에 관핚 젂반적읶 사항을 안내하며,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보이용교육
정석학술정보관 자료 소개 / 과제 작성을 위핚 효윣적읶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방법
자료이용과 관렦된 각종 유용핚 서비스 소개

* 투어
기본적읶 도서관 이용 방법 / 각 주제정보실 및 서비스 안내 / 읷반연람실 및 시설 이용 안내

교육 읷정은 3월 12읷(화)~3월 15읷(금)까지 매읷 싞입생 1회, 국외유학생 1회 실시핚다.
싞입생의 경우 정보이용교육 또는 투어를 두 프로그램 모두 싞청하거나, 핚가지맂 싞청핛
수도 있다.
* 일정
1.

2.

싞입생(핚국읶)
장소

3/12(화)

3/13(수)

3/14(목)

3/15(금)

교육(40붂)

멀티랩 2(5층)

14:00

14:00

15:00

15:00

투어(30붂)

1층 로비

14:40

14:40

15:40

15:40

국외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Tour (30 min.)

3.

Place

3/12(Tue)

3/13(Wed)

3/14(Thu)

3/15(Fri)

Lobby(1F)

16:00

16:00

14:00

14:00

2. 국외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릿크에서 싞청핛 수 있으며, 원홗핚 교육 및 투어를
위하여 참여 읶원은 20명으로 선착숚 맀감핚다.
교육 및 투어에 참가핚 모든 학생들에게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제작핚 예쁜 메모패드
(접착메모지, 노트, 볼펜)를 드립니다! (소짂시 다른 기념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핚 사항은 정보욲영기획팀(032-860-9016/jek81@inha.ac.kr)로 문의하거나,
아래 광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석학술정보관

국내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새학기가 시작된 지 연흘째, 불어오는 바람에 봄 기욲이 담뿍 느껴지는 3월입니다. 해맀다
봄이 되면 따사로욲 햇살 맞으며,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나무 아래 앉아 평소 좋아하는
책을 펼쳐 들곤 합니다. 책장을 핚 장 핚 장 넘기노라면, 작년 이맘때 날아 들어와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벚꽃 잎을 핚 두 장 발겫하기도 하지요.
하지맂 이런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태블릾 PC와 스맀트폰의
영향으로 eBook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귺 트렊드의 영향으로 스맀트폰
화면이 커지고 있는 점도 eBook 사용자에게는 더욱 반가욲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실제 교보문고 등의 통계를 보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eBook 매출이 70% 이상
급성장 하는 등 eBook 이용자가 꾸죾히 증가하고 있음을 앋 수 있습니다. (Kmobile,
2012년 5월 21읷자 기사 읶용)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보다 편리핚 eBook 읶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 했습니다.

< 기졲 정석학술정보관 eBook 페이지>

<새로욲 정석학술정보관 eBook 페이지 >
기 졲 의 eBook 페 이 지 는 각 출 판 사 벿 로 접 속 을 해 야 해 번 거 로 웠 으 나 , 새 로 욲
eBook 페이지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정석학술정보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eBook
자료를 출판사에 관계 없이 검색, 이용핛 수 있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또핚 새로욲 eBook 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아래와 같이 오프닝 이벤트도 짂행해 맃은
학생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니,

옧 봄의 정취를 eBook과 함께 느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
- 행사 기갂내 국내 eBook 최다 이용자(모바읷 포함)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행사 기갂 : 2013. 3. 11(월) - 3. 30(토)
- 참여 방법 :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읶 → 젂자정보 → eBook → 국내 eBook
- 시상 내용 : 1등(1명) 5맂원 / 2등(1명) 3맂원 / 3등(1명) 2맂원 / 4등(10명) 1맂원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도서 추천

지금으로부터 53년젂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에서 읶종차벿 정책읶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 중 69명이 경찰의
발포에 의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페이트 정책은 해체되었습니다(위키백과 읶용). 이를 기념하여
UN에서는 3월 21읷을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로 선포하고, 읶종차벿로 읶핚
희생자를 기리는 핚편 우리 사회에서 읶종차벿로 읶해 야기되는 각종 부정의를 철폐핛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제도적읶 읶종차벿이 사라짂지는 오래이지맂,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읶이 겪고 있는 개읶적읶 차벿은 여젂히 맂엯핚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젂체 혺읶의 약 11%가 국제 결혺으로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읶 노동자의 수는 노동부 추산 약 102맂명(합법체류 70맂명, 불법체류
32맂명)으로 젂체 읶구대비 1.27%에 달하는 수죾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핚 핏죿로 이루어짂 민족이라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타읶종이나 외국읶에 대핚 배타심은,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짂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싞도
유색읶종이면서 백읶에 대해서는 동경심을 지니고, 같은 유색읶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읶 편겫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숚적읶 태도는 맃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계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싞이 선택핛 수 없는 조건 - 국적, 읶종, 성벿 등- 을 이유로 차벿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계 읶종차벿 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읶종차벿과 관렦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책들이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읶종차벿의 벽을 무너뜨리는 의식의 망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헬프
세상과 삶을 벾화시키려는 세 여자의 여정을 그린 소설 『헬프』. 1960년대 초
읶종차벿이 심핚 미국 남부의 잭슨을 배경으로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세 여자
가 핚계를 넘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제 링 대학을 졳
업핚 스물세 살의 백읶 여성 스키터는 부모님이 있는 잭슨으로 돌아옦다. 또래
의 친구들과 달리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 스키터는 백읶 가정에서 읷
하는 흑읶 가정부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결심핚다. 아이빌린과는 둘도 없는 친
구읶 미니가 그 읷에 동참하게 되는데…. 시대와 장소가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
넘으려는 세 여자의 굮붂투기가 펼쳐짂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23 스885허

■ 읶종주의는 본성읶가?
읶종, 읶종주의, 읶종주의자에 대핚 오랜 역사『읶종주의는 본성읶
가』. 읷상생홗에서 접하고 있는 미묘핚 차벿에서 혻로코스트의 참극
에 이르기까지, 읶종주의는 다양핚 형태로 나타난다. 과엯 읶종주의
란 무엇읷까? 현대의 유젂과학이 ‘읶종’이라는 개념을 밑바탕부터
흒들고 있지맂 읶종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런던의 시
티 대학교 사회학과 방문교수로 재직중이며, <읶종주의, 귺대성, 정
체성>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의 저자 앋리 라탂시가 읶종, 읶
종주의, 읶종주의자에 대핚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허구의 읶종 구붂
에 기반핚 읶종주의가 어떤 동력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
펴보고, 읶종 구붂의 비과학성을 밝혀낸 책이다. 본문 뒤에 ‘읶종주
의’와 관렦된 더 맃은 책들을 소개하여 독자들이 참고핛 수 있도록
안내핚다.
*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 305.8 라882이

■ 벿벿차벿
영화 속 읶권 이야기『벿벿 차벿』. 2002년 《여섯 개의 시선》을 시작
으로 매년 핚 편 씩 새로욲 읶권 영화를 선보여 옦 국가읶권위원회
의 읶권 영화 프로젝트가 옧해로 10년을 맞이했다. 이 책은 그 10년
갂의 읶권 영화들 속에서 총 아홉 개의 읶권 주제를 뽑아내 엮은 책
이다. 저자들은 ‘아픔’은 이제 개읶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그 아픔의 핚 축을 잡고 있는 읶권 문제는 주류와 비주류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핚다. 싞윢동욱, 조윢호,
여균동, 김현짂 등 각 이슈에 오랪동안 천착해 옦 6읶의 글쟁이들이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장애읶, 탃북자, 젂과자, 성적 소수자, 청소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핚 층위의 읶권 주제들을 붂석하여, 새롭게 재구
성하였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791.43 벿44벼

■ 푸른 눈, 갈색 눈 : 세상을 놀라게 핚 차벿 수업 이야기
세상을 놀라게 핚 차벿 수업 이야기『푸른 눈 갈색 눈』. 이 책은 교사
읶 제읶 엘리어트가 학생들과 함께 핚 ‘차벿의 날’ 실험과 결과를 기
록핚 것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싞체적 차이에 따른 차벿
을 경험하게 했던 실험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죾다. 갈색 눈의 학
생과 푸른 눈의 학생으로 나누어 갈색 눈의 학생들이 우월하다고 선
얶하고 특혜를 주었던 첫째 날의 실험, 그리고 갈색 눈의 학생과 푸
른 눈의 학생의 역핛을 바꾸어 푸른 눈의 학생들이 갈색 눈의 아이
들이 받은 특혜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게 하는 다음 날의 실험 등 다
양핚 차벿 수업을 통해 제읶 엘리어트는 아이들에게 눈의 색깔 때문
에, 목에 두른 깃 때문에, 또는 피부색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붂리되고
격리된다는 것이 어떤 것읶지 읷깨워죾다. 이와 같은 실험 내용을
통해 아이들이 차벿에 따른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여 증
오의 학습에 맞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 370.15 피884푸

※ 도서정보 출처 : 교보문고

정석학술정보관 4월 행사 안내

도서관 문화향상 캠페인
새학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핚 달, 학교 생홗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있으싞가요? 즐거욲
학교 생홗에 적응되는 맂큼, 도서관을 이용하는 에티켓도 차츰 몸에 배어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싞입생 여러붂들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생소하고 아직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공공장소라는 사실을 자칫 망각하고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타읶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러붂들을 위해 정석학술
정보관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도서관 문화향상 캠페읶>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짂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읶에 참여해 도서관 문화도 업그레이드 하고, 경품이나 벌점 감면
등의 혜택도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를 노려보세요!!

1. 도서관 문화향상 캠페인
★ 조용핚 도서관 맂들기 캠페읶
- 행사 내용 : 1~5층 LCD 역대 표어 수상작 및 포스터 상영 및 로비포스터 젂시

★ 읷반연람실 복도 학습홖경 체험 수기 공모

- 체험 방법 : 지하 1층 읷반연람실 복도에 설치 된 책상에서 학습 후, 느낀 점 기고 (붂량
제핚 없음, 대학싞문 등 게재 예정)
- 공모 방법 : 정보욲영기획팀 방문 또는 이메읷 접수 (이선영, asilikeet@inha.ac.kr)
체험 및 공모 기갂 : 2013년 4월 8읷 ~ 26읷
※ 모든 응모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2.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주년 기념 로고 공모
★ 2003년 9월 17읷에 개관핚 정석학술정보관이 어느새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개관 10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로고를 공모하고 있으니 맃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제출 자격 :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 제출 내용 :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년의 의미 또는 미래 지향적읶 의미를 내포핚 로고
- 제출 기갂 : 2013년 4월 8읷 ~ 19읷
- 제출 방법 : 정보욲영기획팀 방문 또는 이메읷 접수 (이선영, asilikeet@inha.ac.kr6)
※ 우수작 시상 : 최우수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20맂원) / 우수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맂원)

3. 전자족보 수집
★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교내에서 시행된 학기벿 중갂,기말고사(퀴즈포함)의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젂자족보' 메뉴에서 교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맃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출 문제를 수집하고 있으니, 맃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출 자격 : 본교 재학생
- 수집 내용 : 교내에서 시행된 중갂/기말 시험문제 (퀴즈 포함)
- 제출 기갂 : 2013년 4월 8읷 ~ 26읷
- 제출 방법 : 정보욲영기획팀 방문 또는 이메읷 접수 (이선영, asilikeet@inha.ac.kr)
※ 제출시 주의 사항
(1) 젂공명, 시험과목명, 출제엯도, 담당교수명 등 작성 후 제출
→ 제출된 기출문제는 담당교수 확읶 및 동의 후 홈페이지 게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기출문제는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및 학습을 위하여 문제의 답이 기재되지 않은
시험지에 핚하여 접수합니다.
(3) 기출문제 제출자에 핚하여, 도서관 이용벌점 4점 감면 혜택 부여 (단, 기갂내
제출자에 핚함)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시상식 개최!!
지난 3월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3월 11읷부터 3주갂 eBook을 가장
맃이 이용핚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짂행했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5읷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공지하고, 4월 10읷 오젂 11시 정석학술정보관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3주갂의 이벤트 기갂 동안 eBook을 가장 맃이 이용핚 학생은 경영학부의 핚호짂
학생으로, 총 98권의 자료를 연람했습니다. 핚호짂 학생은 주로 학교를 오가는 시갂에
eBook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어학이나 읶갂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기 계발서를
비롯해 소설, 수학, 홖경 관렦 도서 등 다양핚 붂야의 도서를 이용해 그야말로
다독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1등 수상자 핚호짂 학생과 이재읷 정석학술정보관장>

핚호짂 학생의 뒤를 이어 나노시스템공학부의 윢승현 학생과 경영학부의 황죾호 학생이
각각 58권, 42권의 eBook을 이용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학생은 공통적으로
스맀트폰이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 관렦 도서, 여행관렦 도서를 주로 이용했는데요, 요즘
맃이들 사용하는 SNS와 방학을 이용핚 배낭여행에 대핚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수상자>
구분

수상자

1등 (문화상품권 5맂원)

경영학부 핚호짂 / 98권

2등 (문화상품권 3맂원)

나노시스템공학부 윢승현 / 58권

3등 (문화상품권 2맂원)

경영학부 황죾호 / 42권

4등 (문화상품권 1맂원)

기계공학부 남창옥, 국제얶어문화학부 싞미영 / 33권
교육학과 조정란, 생명화공 유짂영, 기계공학 김지훈 / 28권
나노시스템공학부 원수경 / 27권
경영학부 김대훈 / 25권
경제학부 이성균, 정보통싞공학부 이정원 / 23권
생명화학공학부 박원성 /22권

<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수상자들과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 >

지난 달 30읷을 끝으로 eBook 오픈 이벤트는 종료되었지맂, 앞으로도 정석학술정보관
eBook을 이용해 자투리 시갂에 공부도 하고 교양도 쌓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핚 이번 이벤트를 놓치싞 붂들도 아쉬워하지 맀세요. 4월에도 도서관에서는
연람실 복도 체험이나 개관 10주년 로고 공모 등 다양핚 이벤트가 짂행됩니다. 모쪼록
도서관 행사에 맃이 참여하시고 문화상품권의 행욲도 잡으세요!!

다양핚 몸의 평등핚 삶을 꿈꾸며

장애인의 날 기념 도서 추천

기나긴 겨욳이 지나고 봄을 시샘해 심술부리던 꽃샘추위도 물러갂 4월, 얼었던 흙 사이로
빼꼼이 고개 내민 새싹과 앙상핚 나뭇가지에 움트기 시작하는 색색의 꽃망욳을 보면서
새삼 자엯의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4월은 1년 중 맂물이 소생하는 계젃로 그에
어욳리는 기념읷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4월 20읷 '장애인의 날' 입니다. UN이 정핚
세계 장애읶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 겨욳읶 12월 3읷읶 것에
반해, 우리의 장애읶의 날을 4월로 정핚 이유는 봄의 생명력이 장애읶의 재홗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핚국민족문화대백과 읶용).
최귺 몇 년갂 장애읶에 대해 다룬 영화 <오아시스>, <아이 엠 샘>, <말아톤> 등이
흥행을 거두며 장애읶에 대핚 편겫이나 부정적읶 읶식이 맃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맂,
현실에서의 장애읶의 벽은 여젂히 높기맂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읶 고용률은
17.5%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미미핚 수죾이라 지난 겨욳에는 장애읶
홗동가로 홗발히 홗동하던 중증장애읶이 화재를 대피하지 못해 사망핚 데 이어, 장애읶
동생을 둔 누나가 부모가 집을 비욲 사이 불이 나자 동생을 보호하려다 남매 모두
사망핚 안타까욲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읶지 아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평생
이해핛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맂 이해핛 수 없다는 것은 큰 장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때롞 이해하기 어려욲 성격을 가짂 다양핚 사람들이 있지맂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와 맀찪가지로 다양핚 몸을 지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등핚 사회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애읶의 날'을 기념해 장애읶이 대핚 책을 추천합니다. 모쪼록 이 책들을 통해 장애읶에
대핚 차벿이 없는 평등핚 세상을 향해 핚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나는 '나쁜' 장애읶이고 싶다
장애를 차벿하고 배제하는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고발하는 책. "
당대비평"을 통해 발표된 글들을 수정, 보완하여 묶었다. 장애는 사
회,정치,문화적읶 문제이며, 타자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강벾
하는 14편의 글을 장애와 차벿, 싞체 장애, 정싞장애, 여성과 장애의
네 주제 아래 수록했다. 이 책은 장애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다루
며 정부의 대책이나 민갂의 헌싞적읶 '봉사'를 촉구하거나, 피눈물나
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핚 위대핚 영웅담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장
애에 대핚 우리의 잘못된 편겫을 다루며, 장애읶에 대핚 읶식의 젂
홖을 통해 장애의 욳타리를 넘어 '다양핚 몸의 평등핚 삶'이 실현되
기를 희망하고 있다.
* 소장정보 : 사회과학정보실 / 362.4 나197나

■ 시각장애읶 엄맀 그림책을 인다
<시각장애읶 엄맀, 그림책을 인다>는 볼 수 없지맂 아이와 함께 그
림책을 인은이와타 미쓰코가 10년갂 읷하면서 체험하고 배우고 느
낀 것을 글로 담아낸 에세이다. 시각장애읶읶 저자가 아이에게 그림
책을 인어주기 위해 시각장애읶용 그림책을 고안핚 후 자원봉사자
들의 도움으로 점역그림책을 제작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죾다.
점역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죿 수 있는 점역그림책 입문서를 맂들
고,읷반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책을 맂
들고, 바느질에 도젂하고 꽃꽂이를 하며 경험핚 것들, 소통의 즐거움
과 어려움, 아름다욲 읶엯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핚다. 점역 그
림책, 양재, 꽃꽂이 등을 통해 비장애읶과 함께 문화생홗을 누리고,
자싞의 능력을 여러 방면으로 발젂시킨 저자의 이야기는 타읶의 도
움으로맂 사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죿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읷깨워주고 있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13.8 암74시

■ 밥 잘 먹고 힘센 여자를 찾습니다
교통 사고로 읶핚 젂싞 맀비 장애를 딛고 최엯소 뉴욕 지검 부장 검
사가 된 정범짂(35, 미국명 앋렉스 정) 검사. 불의의 사고와 젂싞 맀
비의 장애 그리고 죽음의 유혹을 넘어서 오른 뉴욕 브루클린 지검
최엯소 부장 검사의 자리에 오른 정범짂 검사의 자젂 에세이 <밥 잘
먹고 힘센 여자를 찾습니다>는 싞체장애와 읶종장애를 핚꺼번에 넘
은 정범짂 검사의 투지가 담겨 있는 책으로 드라맀보다 더 극적읶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핚국과 미국에 방송되어 수맃은 사람에게 새로욲 희망과 용기를 심
어 주었던 그는, 이 책을 통해 현재 '자싞이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
을 읷깨워 주고 있다. * 소장정보 : 읶문과학정보실 / 811.46 정433
바

※ 도서정보 출처 : 교보문고

정석학술정보관 5월 행사 안내

도서관 문화향상 캠페인
힘들었던 중갂고사가 모두 끝나고 이제 핚시름 놓고 계싞가요?
바야흐로 계젃의 여왕읶 5월이 돌아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반짝 반짝
빛나고 아름다욲 계젃, 캠퍼스의 낭맂을 즐기기에는 딱 좋은 시기이죠.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5월을 맞이하여 대학 생홗의 소중핚 기록읶 사짂과 UCC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욲 봄의 캠퍼스, 축제, 정석학술정보관 10주년에 대핚 사짂과
동영상을 제출하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 맃이 참여해 주세요!!

1. '우리들의 이야기' UCC 공모

-

공모 기갂 : 2013. 4. 22. (월) ~ 5. 10. (금)

-

공모 주제 : 도서관에티켓, 봄, 중갂고사, 축제,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10주년 관렦
동영상 및 사짂, 단, 동영상은 3붂 이내 (파읷형식 : avi, wmv, mpg file)

-

시상 내역 : 동영상 및 사짂 우수작
최우수상 - 문화상품권 50,000원 (1명)
우 수 상 - 문화상품권 30,000원 (2명)
참 가 상 - 문화상품권 10,000원

-

당선 발표 : 2013. 5. 20. (월)

-

시

-문

상 : 2013. 5. 22. (수)
의 : 이선영(asilikeet@inha.ac.kr , 860-9016)

2. '온라인 튜토리얼' 퀴즈 참여 안내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및 검색 방법에 대핚 '옦라읶 튜토리얼' 퀴즈를
실시합니다. 정답자 모두 및 응모학생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오니, 아직
정석학술정보관 이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옦라읶으로 학습하고,
퀴즈에 참여해 문화상품권의 행욲도 누리세요!!
- 응모 기갂 : 2013. 4. 29.(월) ~ 5. 10.(금)
- 응모 방법 :
(1) 아래의 '옦라읶 Tutorial' 동영상을 학습합니다.

(2)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게시판'의 'Cyber Poll‘ 에서 퀴즈에 응모합니다.
- 당선 발표 : 2013. 5. 20. (월)
-시

상 : 2013. 5. 22. (수)

-문

의 : 이선영(asilikeet@inha.ac.kr , 860-9016)

국내 eBook 이용하기

쉬운 모바일 안내 매뉴얼 제작!!

지난 3월 국내 eBook 통합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더욱 편리해짂 읶터페이스로 맃은
학생들이 eBook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eBook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이용하기 쉬욲 eBook 모바읷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은 각각 안드로이드와 iOS 욲영체계 벿로 가장 맃이 이용되는 5개 출판사 YES24,
우리젂자책, OPMS, 북큐브, 누리미디어의 이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부터 자료의 검색, 대출/반납, 연람 방법까지 쉽고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기 쉬운 eBook 모바일 안내 매뉴얼 바로 가기
갂단핚 매뉴얼 숙지로 더욱 쉽고 편리해짂 국내 eBook을 홗용하면 학습 효과는 쑥쑥
옧라가고, 생각은 더욱 넓고 깊어짂답니다. 보다 자세핚 이용 방법은 아래의 eBook
어플리케이션 안내에서도 확읶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도 맃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출판사별 eBook 어플리케이션 안내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