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하늘】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
전국 100개 도서관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도서관 과학 강연
10월의 하늘은 전국 중소도시의 도서관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도서관 과학 강연’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학ㆍ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전국 도서관으로 흩어져 강연을 펼치
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2010년 정재승 박사(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제안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
을 맞았습니다.

‘내일의 과학자’ 중소도시 청소년들을 위한 ‘오늘의 과학자’들의 순수 재능기부
10월의 하늘은 기획에서 준비, 당일 강연 및 행사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오로지 기부자들의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능
을 나누는 사람과 그 재능을 전달받는 사람이 서로 따듯한 교감을 나눔으로써, 본 행사를 통해 실천된 재능기부 문화를 사회 전반
으로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도록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의 하늘-파평도서관】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많은 전국 100개 도서관에서 총 200개의 강연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파주시에서는 파평도서관이
전국 100개 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재능 기부자 지정우, 이소영, 김용신 세 분은 100개 도서관 중 파평도서관을 직접 선택하여 강연자 및 진행자로 매칭되었습니다.

강사/지정우

건축가이자 건축교육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음 세
대와 소통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공간을 함께 짓는다.
놀이풍경과 학교 공간, 청소년 도서관과 어린이 미술관 등의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좋은 이야기를 더한다’는 뜻의 EUS+
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어린이 건축 교육에 참여해 온
아빠 건축가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학부 및 동대학원 졸업. 코넬대학교 건축대학원
현 숙명여대 환경디자인학과 초빙대우교수
『놀이가 아이를 바꾼다』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도서) 『나는야 꼬
마 건축가

강사/이소영

대학원에서 현대미술사를 전공하고 IT기업에서 일하며 과학칼럼을
써왔다. IT잡지 기자로,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기업에서 웹기획자
로 일했다. 지금은 없어진 홍대 앞 예술책 서점 아티누스에서 매
니저로 일하기도 했다. 수원에서 책방 ‘마그앤그래’를 운영하면서
예술과 과학이 던지는 질문들을 글로 옮기고 있다.
『실험실의 명화』 (2013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엄마도
행복한 놀이터』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화가는 무
엇으로 그리는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CBS아나운서
13년째 파주시민

진행/김용신

CBS음악FM에서 매일 아침 7시에 방송되는 음악프로그램 <그대
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의 DJ를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
서 말하기와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