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마을 복지미디
어 통&통' 열린 마을강좌 실시

대한민국 최초 4차 산업혁명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동조
합 설립

‘고덕 서정타워’ 상가, 분양
돌입

‘캠프 험프리스’는 평택 발전
과 국가안보의 새로운 모티브

미래 인재의 선택! K-사이언
스로봇,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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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공장 평택2라인 가동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

(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

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EUV 전용 화성 

‘V1 라인’ 가동에 이어 평택까지 파운드

리 라인을 구축하며 모바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AI 등 다양

한 분야로 초미세 공정 기술 적용 범위

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발

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관련 후속 조치

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2라인에 지난 5월 

EUV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착공했으며, 

6월에는 첨단 V낸드 수요 확대에 대응

하기 위한 낸드플래시 생산라인도 착공

했다. 두 라인 모두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평택 2라인은 지난 2018년 8월

에 발표한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 계

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으로 삼성전자

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투자와 채

▲ 평택캠퍼스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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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복

지미디어 통&통'(대표 제안자 박용우)이 

진행하는 [우리골목 이야기, 영동전통시

장 신문방송] 사업이 착실히 순항 중에 

있다.

이번 마을미디어 기자단 교육은 PNN

사람과뉴스가 지원하고, ‘마을 복지미디

어 통&통“ 모임에서 주관하고 있다. 전

문기자의 지도와 관리를 통해 『우리골

목 이야기, 영동전통시장 신문방송』 개

통 및 마을미디어를 운영하고자 강남구

에서 주거 또는 일터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열린마을강좌는 2회로 나누어 진행

됬는데 그 첫번째로 윤원식 강사가 마

을 기자단 교육의 첫 관문을 열었다. 윤

강사는 처음 기자교육에 입문하는 주민

들에게 실감나는 기자체험 사례를 설명

하고, 기자로서 기본적으로 이해 해야할 

용어들과 기사 작성에 필요한 기초지식

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시간은 실습교육으로 안근학

(사람과뉴스 대표) 강사가 직접 사람과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샘플기사를 작

성하고, 송고하는 법을 강의했다.  또한, 

1인미디어 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실시

간으로 기사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스마

트폰을 활용한 영상편집 기술을 배웠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기

사작성하고, 영상편집 어플을 통해 유튜

브 채널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보면서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날이 될 거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의를 들은 최미경 강남구 마을미디

어운영위원은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잘 

개선하도록 환경감시/비판 기능으로의 

언론, 우리 동네방네 구석구석의 정보도 

잘 전달.소통하는 언론, 우리 동네가 잘 

살 수 있도록 일자리 광고 등, 우리마을 

모든 것이 우리마을 미디어로 소통되도

록 브릿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대로 

된 언론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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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택사업장이 있는 고덕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4·5·6공장을 착공할 계획이

다. 공장 한 기 건설에 약 30조원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 가동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

한 자금을 퍼붓는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평택 2공장에 10조원 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 선점할 최첨단 EUV 

D램 본격 양산

평택 2라인에서 이번에 출하된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메모리 양산제

품으로는 처음 EUV 공정이 적용되었

으며, 역대 최대 용량과 최고 속도를 동

시에 구현한 업계 최초의 3세대 10나노

(1z) LPDDR5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금년 2월 2세대 10나

노급(1y) 공정으로 역대 최대 용량의 

16GB(기가바이트) LPDDR5 D램을 양산

한 지 6개월 만에 차세대 1z 공정까지 프

리미엄 모바일 D램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 제품은 기존 플래그십 스마

트폰용 12Gb 모바일 D램(LPDDR5, 

5,500Mb/s)보다 16% 빠른 6,400Mb/s

의 동작 속도를 구현했다. 16GB 제품 기

준으로 1초당 풀HD급 영화(5GB) 약 10

편에 해당하는 51.2GB(기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16Gb LPDDR5 모바일 D램은 8개

의 칩만으로 16GB 제품을 구성할 수 있어 

기존 제품(12Gb 칩 8개 + 8Gb 칩 4개)대비 

30% 더 얇은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멀티카메라, 5G 등 부품수가 많은 스

마트폰과 폴더블폰 같이 두께가 중요한 제

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

에게 차세대 1z 16GB 모바일 D램을 업

계 유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내년 출시되

는 AI기능이 더욱 강화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고

온 신뢰성도 확보해 전장용 제품까지 사

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

실 이정배 부사장은 “이번 1z나노 16Gb 

LPDDR5는 역대 최고 개발 난도를 극복

하고 미세공정 한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제품”이라며 “프리

미엄 D램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고객 요

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메모리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치훈 기자

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 1라인에 이어 이번 평

택 2라인에도 총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다. 직접 고용하는 인력은 

약 4천 명으로 예상되고 협력사 인력과 

건설인력을 포함하면 약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지난 2015년부터 조성된 평택캠퍼스

는 289만㎡의 부지를 가진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다. 평택 1라인

은 2017년 6월 양산을 시작했으며, 평택 

2라인은 2018년 1월 착공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D램 제품을 출하했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 대한 적극

적인 투자로 미래 반도체 시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꼽히는 

곳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축구장 500

개 크기인 392만7912㎡ 규모 평택 고덕

산업단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1시간30분가량 

남쪽으로 달려 평택고덕 인터체인지(IC)

로 빠져나오면 10층 높이의 대형 직사

각형 건물이 나타난다. 2017년부터 가동 

중인 삼성전자 평택 1공장과 현재 건설 

중인 2공장이다.

공장 주변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 일본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TEL) 한국 지사와 평택 출장소가 줄지

어 들어서 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왕복 6차선 도로 이름은 ‘삼성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 마을미디어 1.2차 교육 수료후 마을미디어기자 입문 교육과정 수료증 전달 기념촬영.

▲ 열린마을강좌 첫번째 강의를 맡은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동조합 윤원식 부위원장.

▶▶▶ 1면에서 이어집니다.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마을 복지미디어 통&통’ 열린 마을강좌 실시
[우리골목 이야기, 영동전통시장 신문방송] 사업 착실히 순항중

삼성, 평택에 100조 추가 투자…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

 최첨단 파운드리 핵심기지로…이재용 "미래 투자 멈추면 안 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정호 

/ 이하 삼락회)와 (주)로킷헬스케어(대

표 유석환)는 지난 21일 삼락회 사무실

에서 3D 프린팅 및 미래 IT 기술 교육과 

사업의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고자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 김정호 회장, 황오현 수석부회

장, 이긍연 사무총장, 문경구 상임이사, 

박맹우 상임이사, 박용우 이사, 스마트

에듀분과 이경숙 특별위원, 이경훈 특별

위원(이상 삼락회 임원), 로킷헬스케어

의 이종승 사장, 김동준 팀장, 김준오 매

니저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의 퇴직교원 단체인 삼

락회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갈 

선두적인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락회와 각 특별 분야의 전문가

들이 기술 융합 및 생태계 구축을 포함

한 미래교육, 미래산업, 미래 일자리창출

을 향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로킷헬스케어는 혁신적인 4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한국의 생명 공학 회사로 ‘노

화는 질병’이라는 기본 신념을 통해 맞

춤형 장기재생 플랫폼으로 세상을 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당

뇨발재생기술, 장기재생플랫폼과 바이

오 안티에이징 첨단기술을 보유한바이

오 전문기업으로 내년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삼락회 김정호 회장

은 “삼락회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 로킷헬스케

어가 지난 2017년 동남보건대학교와 같

이 ‘보건3D프린팅융합과’를 신설한 것

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 등에도 로킷의 

연구장비와 바이오기술교육 프로그램들

을 융합하게 된다면 우수한 바이오 인재

들이 많이 양성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

을 나타냈다.

박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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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대표 유석환)는 19일 

강남구에 위치한 코너스톤 스페이스에

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적화 기술이

라 할 수 있는 4D 바이오 프린팅의 원리

와 활용사례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

습까지 할 수 있는 ‘4D Bio Printing - 

ROKIT OPEN PIONEER SCHOOL’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황리

에 개최됐다. 

행사를 주최한 로킷헬스케어에서는 

코로나19로 현장참석인원을 제한하

고,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웨비나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게 했

다.

자연모사기술과 재생의학의 융합, 4D 

Bio Printing 기술의 역사와 최신동향, 

바이오프린팅의 원리와 활용사례, Dr. 

INVIVO를 활용한 바이오프린팅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 한 박시온(대원외고2) 

학생은 “인체에 적용될 수 있는 4D 바

이오프린팅 기술의 현황이 놀라웠고, 

실험동물 토끼, 쥐 등을 대체하는 인

공피부를 통한 면역 체계 반응, 아토

피 등 여러 질병모델, 노화모델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은 동물복지까

지 실현할 수 있음에 인류애가 담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말

했다.

박현 강남마을미디어 청소년기자

"4D Bio Printing - ROKIT OPEN 

PIONEER SCHOOL" was held for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terested 

in related fields, where they can learn 

the theory and practice the use cases 

of 4D bio-printing, which can be 

called the optimization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KIT Healthcare, which 

hosted the event, limited the number 

of offline participants to prepare for 

COVID-19 threat and also allowed 

them to learn online through real-

time Webinar using YouTube.

The  convergence  o f  na tura l 

simulation technology and regenerative 

medicine, the history and latest trends 

of 4D Bio Printing technology, the 

principles and use cases of bioprinting, 

and the bioprinting practice using Dr. 

INVIVO were conducted.

Park Hyun (Kyunggi High School) 

said, "It was time to realize that 

blue technology applied with bio-

material technology was the optimal 

design method for engineering 

algorithms."

Park SeeOn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적화 기술 4D 바이오프린팅 오픈스쿨 개최

4D Bioprinting, ROKIT Healthcare’s Open School for Optimization 
Technology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로킷헬스케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4D 바이오 프린팅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와 (주)로킷헬스케어 산학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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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

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일

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정류

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

소에 금년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개

소를 추가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6개 광역시

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 발굴, 구축 사

업자(KT)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

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정보화진흥원-

사업자간 협약서를 체결(8.20일)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지

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

해 현재 1.8만개소 공공장소에 무료 와

이파이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까지 

4.1만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물 실내 위주의 

구축에서 벗어나 버스정류장, 지역 소규

모 공원, 체육시설 등 취미․여가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외 생

활시설 위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

여 무료 데이터 세상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14년 이전 설치한 노후 공공 와

이파이 1.8만개 AP를 최신 장비(Wi-Fi 

6)로 연내 교체하여 서비스 품질도 크게 

강화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 이

슈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통

합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역할,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구축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었으

나 ’19년말에 센터로 일원화하였고, 사

업자 시스템과 연동을 완료하여 센터에

서 공공 와이파이 동작상태, 트래픽 현

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구축․운

영하는 와이파이도 센터로 관련 정보를 

연동하여 중복 구축 방지, 품질 관리, 민

원 대응 등을 통합함으로써 공공 와이파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데이터를 무료로 맘껏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원격교육, 자택근무 등 확대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비대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

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4.1만개소 신

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매일 이용·활용하는 공공장소 어디서나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호 기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1.8만개소 운영에 이어 ’20~’22년까지 전국 4.1만개소 추가 구축

공공 와이파이 이용방법

공공 와이파이 무료(Public WiFi Free)

공공 와이파이 보안 접속(Public WiFi Secure)

ㅇ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Wi-Fi 신호 검색

ㅇ ‘Public WiFi Free’ SSID를 선택하고 웹브라우저 실행

ㅇ 캡티브 포털 화면에서 ‘공공와이파이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

ㅇ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WiFi 신호 검색

 ㅇ ‘Public WiFi Secure’를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 암호 입력

    - 사용자 이름 : wifi, 암호 : wifi 이며 전국 동일

 ㅇ 웹브라우저 실행(캡티브 포털 접속 않고 바로 인터넷 이용 가능)

이젠 국민비서 덕분에 필요한 서비스 놓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8

월 26일부터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

스 구축(1단계)’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1단계)’ 등 

지능형 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적

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1단계 구축사업이 끝나

면 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

공서비스와 자칫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기한, 국가장

학금 신청기한 등 필요한 정보를 미

리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림서비스는 해당 정보가 필요

한 국민을 특정하여 필요한 시기에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 친숙한 민간 

채널을 통해 알려준다.

또한, 가정마다 보급된 KT 기가지

니, 네이버 클로바 등 민간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

보를 안내해준다.

‘ 지 능 형  국 민 비 서  서 비 스 ’ 는 

2019년 10월에 국무회의에서 발표

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이 필요

한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놓으면 필

요할 때 제공을 해주기 위한 사업

이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행정‧공공

기관의 서비스만 해도 약 9만여 종

에 달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제공 

기관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

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비서’에 나에게 필

요한 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면 기관 

별로 신청하지 않고도 내 정보를 바

탕으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안내해준다.

이지현 기자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및 범정부 민원상담 365 구축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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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들어서면서 전세계가 코로

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난 곤경속에 

빠져 들어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으로 일본으로 확산되고 이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확산되더니 아프리카 54개국도 그 

소용돌이 속에 파묻히게 됐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겪고 있는 각각의 어려움

은 서로 다른 형태로 이어져 왔다. 이제

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

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형편에 처해있다. 

 하늘 길이 막히고 국경은 닫혀있고 

지역간 이동조차 금지되기도 한다. 각 

나라들은 추락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

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아직까지 치료약과 백신을 개

발 중이다. 개발 시작 시점부터 1년여 정

도 걸려야 치료약과 백신이 나올 수 있

다하니 2021년이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동아

프리카연합에 속해있는 자그마한 나라 

르완다에서는 세계적인 전염병에 어떻

게 대처하고 있는가. 아프리카에서 독특

한 나라중의 하나로 대처 방안도 발 빠

르다. 르완다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3

월 8일 항공기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이 

3.13일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시작됐다.

첫 확진자가 발생되자 3.14일 르완다 

정부는 정부대책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을 비롯하여 재택근무로 전환시키고 모

든 학교는 휴교 조치했다. 종교시설도 

모두 폐쇄조치 예배모임을 금지했다. 이

어 3.20일부터는 하늘길을 완전 폐쇄했

다. 은행영업시간도 단축했으며 모바일

머니, 인터넷뱅킹으로 전환토록 하고 일

일 출금 한도액도 제한했다. 

전국민의 이동수단인 모토택시운행을 

전면금지했다. 도시간 이동을 막고 이어 

식료품 의약품 운송 및 응급상황 이외에

는 이동금지이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모

두 중단이다. 거리 길목마다 경찰이 배

치되어 이동 차량을 모두 세워 이동사

유를 확인하며 검문했다. 차량을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검문불응에 따른 총기사

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모든 음식점과 

바로 운영금지 조치됐다.

하늘길이 완전 닫히기 전까지 입국한 

자들로부터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

났다. 하늘길과 국경이 막혀있어도 자

국민과 거주민의 귀국길은 허용이 됐다. 

이들로부터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이어 국경을 넘어 오는 컨테이너 운송 

운전자와 보조자로부터 확진자가 발생

하기 시작했다. 석유류제품과 쉽게 부패

되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국경에서 모두 다른 컨테이너

로 옮겨 싣고 이동했다. 

공립학교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수

업일수를 채운다. 사립학교와 대학들은 

인터넷강의를 한다. 모든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

들은 급여지급이 중단되어 생활고에 시

달리며 막노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기

업 근로자, 교회 종사자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일일노동자, 노점상, 모토택

시 운전자등 하루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삶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정에 식량과 생필품을 나

누어주고, 모든 비즈니스는 올스톱이다. 

자원이 없는 르완다는 관광산업과 서비

스산업으로 국가를 지탱하며 원조기금

으로 국가의 운영을 의존해왔다. 나라는 

작지만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해 오고 있

어 특급호텔 등이 많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텅 비어있다. 2020. 6월에 개최하

기로 한 52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영연방

국가 정상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르완

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발

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자 온갖 정상

을 들여온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

황이 됐다. 

르완다도 이 어려움을 지속시키기에

는 부담감이 큰것 같다. 코로나바이러

스로 인한 제한조치는 각료회의를 통해 

15일 단위로 국민들이 지켜야하는 새로

운 방침을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주에는 

전국의 55,000여 모토택시 운전자들에

게 코로나바이러스 전수검사를 시작했

다. 모토택시 운행 재개를 준비한 것이

다. 모토택시 운전자가 수도인 키갈리에

는 26,000여명이다. 시내버스는 제한인

원만 탑승시키고 간헐적으로 운행이 2

주전부터 시작됐다.

식당도 운영이 재개되고 6월3일부터 

모토택시운행이 전면 재개됐다. 거리에

는 온통 모토택시로 가득하다. 지방간 

이동 금지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해제

되었다. 지방간 이동 교통수단도 운행재

개이다. 그러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

전 5시까지 시행되는 통행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한조치가 진

행된지 두달반만이 넘어 이제 거리마다, 

시장마다 생기 있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

하고 모든 르완다인들은 일상생활로 돌

아와 행복한 모습으로 바삐 움직인다. 확

진자수의 일일 발생건수는 초기보다 높

은 상태이지만 국민의 삶과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직 하늘길과 국경은 꼭꼭 잠겨있는 

상태이다. 언제 전세계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것인가, 르완다정부에서는 마스크착

용, 사회적거리유지, 집단 모임금지, 통

행금지시간유지, 방역수칙, 격리조치, 휴

교조치, 예배모임금지, 국경폐쇄 등을 

유지하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르완다인들은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

조하며 불평 없이 잘 따른다. 정부의 조

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

을 늘어놓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확

진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이웃국가에 비

해 나은 수준이다. 6.3일 기준 누계 확진

자 377명중 사망자는 두명에 불과하다. 

UNDP로부터 양도받은 4대의 로봇을 이

용하여 COVID19 환자돌봄서비스를 한

다. 이것이 요즈음의 르완다인들이 지내

는 일상이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

간과 모든 인류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길 기대해 본

다. 

권혁표 르완다연합대학교(UAUR) 부총장

COVID19를 이겨내는 르완다인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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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동조합(위원

장 박용우)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

맹(이하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유미디어 플랫폼 역

할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과뉴스(PNN) 

박용우 국장이 의기투합하여, ‘국민과 조

합원을 섬기며 일자리 창출’, ‘세상을 바

꾸는 미디어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 아

래 국내외 풀뿌리 민주주의 언론들을 규

합하며 시작됐다.

미디어노조는 작년 2019.12.28. 창립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규약제정과 임원 

선출이 투표를 통해 진행됐고, 위원장에

는 박용우(사람과뉴스 국장), 수석부위

원장에 김종주(티뉴스 대표), 사무총장

에 황준호(공간종합건축사무소 이사)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됐

다. 

미디어노조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인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을 연결한 새 

공유플랫폼 미디어 노동조합이다. 노동

의 종말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디어환경 생태계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부

응하기 위해서 미디어노동조합 출범의 

배경이 됐다.   

미디어노조는 공무원 대상 첫 번째 특

강으로 지난 1월17일 수원호스텔 회의

실에서 '간부 역량강화 및 소통의 시간

을 위한 2020 상반기 운영위원 워크숍'

을 개최했고, 이날 역량강화교육으로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노

동운동 방향"이라는 강연을 마련했다. 

미디어노조는 공공노총 산하에 산별

노동조합 (교사노조, 공무원노조, 공무직

노조, 우체국노조, 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조, 연금유니온, 공기업노조, 새마을노

조, 직업훈련노조)중 10번째 산별노조가 

됐다.  

지난 6.17에는 공공노총 산하 각계 위

원장들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좌담회를 가졌다. 미디어노조 김영건 

서울본부장은, 현실은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돌입했는데 공무원들의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

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노총과 함

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훈련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마을단위에서 국

가 정부기관까지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

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사정보가 

경쟁력이 되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이 4

차 산업혁명 인식전환 역량강화에 역점

을 둘 것이다.   

미디어노조는 4차 산업혁명의 노동조

합의 형태를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지시

키는 한국형 미래노동조합 시스템 연구

를 도모하고, 세미나, SNS, 유투브 영상

을 통해 전근대적인 노동조합을 쇄신해

야 국민들이 언론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3차 산업혁명시대 투쟁노

조를 종식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노동조합 창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오치훈 기자

대한민국 최초 4차 산업혁명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동조합 설립

▲ 미디어노조 온라인화상회의 모습.

글로벌스마트미디어

노동조합 가입신청

‘국민과 조합원을 섬기며 일자리 창출’,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풀뿌리 민주주의 언론들을 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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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

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

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

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

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

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

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

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

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

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

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

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

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

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

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

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

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

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

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

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

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

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

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

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

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

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

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

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

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

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

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

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

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

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

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

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

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

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

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

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

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

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

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기도, 도교육청, 도남·북부지방경찰청 함께 코로나19 공동대응 나서기로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

봉환, 이하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

상공인의 재기지원의 일환으로 추

진 중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

육」을 금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재기교육이 중단 또

는 연기되는 등 오프라인 교육에 어

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9월부터는 전국

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기관이 보유한 교

육기관의 스튜디오 또는 소진공이 

보유한 드림스퀘어(서울 마포구 소

재) 등을 활용하여 교육 영상을 촬

영하며, 소상공인들은 자택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재기교육 

수료자도 현장교육과 동일하게 취

업 후 근속 60일이 확인되면 전직장

려수당(최대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취업을 통

한 재기를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

공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추

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온라인 재

취업 교육을 통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보다 손쉽게 취업역량을 높이

고, 나아가 활발한 전직 활동에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이 추진하는 희망리

턴패키지 중 취업을 지원하는 재기

교육의 올해 목표는 8,000명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 재취업 교육에 관한 상세

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를 참조하면 된다.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신청 :  

http://www.sbiz.or.kr/nhrp/edc/

edcReqstList.do

안인학 기자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

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

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

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

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

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유지현 기자

○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전 지역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

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행사, 모임 참석.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한 경

기도민은 30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 기한 내 진단검사 받는 경우 검사비용 무료. 

○ 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입수와 공유 요청

○ 이 지사,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 이어질 수 있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당부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소상공인 재취업교육 온라인 교육시행, 8월 10일부터 본격 시작

교육수료 후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까지 종합적인 지원



국내 자산가들이 상가와 빌딩을 블루

칩으로 지목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

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중 61.6%가 부동

산을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간 부동산으로 

손실을 봤다는 응답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KEB하나은행이 올해 발표한 '2019 코

리안 웰스 리포트'를 살펴보면 총자산이 

평균 약 133억 원에 달하는 부자들의 전

체 자산 중 53.1%가 부동산 자산인 것으

로 밝혀졌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상

업용 부동산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은 상가 및 건물이 대부분으로 부자 10

명 중 9명은 상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및 상업·업

무용 부동산은 12만6954건으로 전년 동

기 12만800건 대비 6,000건 이상 증가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전

년 7만7613건에서 올해 8만1666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지역은 관공서 및 공공

기관이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가 등의 부동산은 꾸준한 프

리미엄 형성에 따른 자산 증식과 안정

적인 임대 사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데다 증여도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장기화된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가 분양시장을 정조준하는 수요자들

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근에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

제를 가중시키면서 상가의 선호도가 수

직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가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

고 있지만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부

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가 선택 시에는 입지뿐만 아니라 공실 

우려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임

대사업이 가능한 배후수요를 꼼꼼히 확

인해야 한다.

풍부한 배후수요는 상가로 유입 가능

한 잠재 고객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임대료에도 입

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배후수요

가 탄탄한 상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에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이 밀집된 지역에 신규 공급되는 상가

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

양한 개발호재로 인해 큰 미래가치까지 

전망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고덕산업단지

를 위시해 LG 디지털파크, 브레인시티 

등의 다양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평택 

고덕신도시에 이달 랜드마크 상업시설

이 분양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

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정리역 로데오

광장 랜드마크 상가 ‘고덕 서정타워’다. 

서정리역 복합개발의 최대 수혜가 전

망되며 분양 전부터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고덕 서정타워 상업시설은 상가 

바로 앞 대규모 행정복합단지 종사자 

수요를 기반으로 탄탄한 배후수요와 넘

치는 유동인구가 프리미엄으로 평가 받

고 있다.

'코리아신탁'이 고덕국제화지구 일상 

3-1-2BL(고덕면 여염리 4229-2번지)에서 

책임준공하는 고덕 서정타워는 지하 4층~

지상 8층, 총 109호실 규모로 구성된다.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과 무관하고 주

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에 최

적화된 고덕 서정타워는 행정복합단지

를 비롯해 삼성산업단지와 시범단지의 

고정수요를 확보했으며 약 10만 명의 유

동인구를 품은 로데오광장에 인접해 안

정적인 상권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현재 SRT를 통해 수서까지 21분이면 

이동 가능해진 가운데 제2 서해안 고속

도로 연장과 수서발 KTX(2024년 개통 

예정) 신설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고덕 서정타워의 집객 능력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트렌디한 MD구성과 법정 대비 2

배를 웃도는 주차 시설을 완비한 스트리

트몰 고덕 서정타워 상가는 8층에 옥상

정원을 마련해 더욱 많은 가족 단위 방

문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상가 내 업종이 중복되지 않아 독점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홍보관 관계

자들의 전언이다.

고덕신도시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

는 “결국 수요가 모이는 곳에 상권이 형

성되고 발전하는 만큼 행정복합단지와 

서정역 역세권을 선점한 고덕 서정타워

의 가치는 더욱 크다는 평가”라고 말했

다. 한편 고덕 서정타워 상가의 홍보관

은 평택시 탄현로 58 강희프라자 5층에 

자리했으며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는 

031-681-7117로 가능하다.

오치훈 기자

광고기사사람과 뉴스 │ 2020. 9. 28

탄탄한 배후수요에 큰 미래가치 더한 
‘고덕 서정타워’ 상가, 분양 돌입
4,5층 병원 입점 확정, 대규모 행정 복합단지 상권 품은 ‘고덕 서정타워’ 상가

행정복합도시 입주 프리미엄을 누리는

로데오광장 바로 앞 상업시설

초역세권 25만 고덕신도시의 넘치는 배후수요

평택교육지원청, 평택북부경찰서 등 행정복합단지

▲ 문화의 거리, 로데오광장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람과 뉴스 │ 2020. 9. 2 9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서정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으로 입주

민의 보행 안전, 편의성 및 접근성 강

화를 위해 역, 광장, 상업시설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국내 처

음으로 신설한다.

공중 보행교를 통해 1호선 서정리역

은 물론 간선급행버스인 BRT 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객 수요를 자연스럽

게 품을 수 있다.

호텔부지와 주차장, 대형마트, 복합

터미널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공

중 보행교를 통해 모두 연결됨으로 길

게 봤을 때 더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

한 핵심 상권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소풍정원, 녹지

공간 7개 문화의 거리, 

대형마트, 버스 환승역, 

노상주차장 2개 등, 신

도시 전철출입구 구역을 

8m 늘려 유동인구의 통

행량도 확인할 수 있다. 

공중 보행교는 2019

년 말에 착공을 시작하

여 2021년 준공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오치훈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정리역에 국내 최초 ‘공중 보행교’ 신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및 서정동·

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지어지

고 있는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 중 제

일 남쪽에 지어지는 신도시이다. 서

울특별시에서 55km, 대전광역시에서 

94km 떨어져 있다. 수도권 전철 1호

선 경부선 구간의 서정리역 서편에 지

어지고 있다.

현재 평택시청을 포함한 경찰서, 교

육지원청, 터미널, 상권 등 평택의 주

요 시설은 대부분 시 남동쪽인 비전동

에 치우쳐 있어 1995년 통합 이후로도 

남부(평택권), 서부(안중권), 북부(송

탄권)가 분리된 모습을 보였는데, 고덕

신도시 개발 이후 장기적으로 주요 시

설 등을 이전하면서 지역간 보이지 않

는 장벽을 허물 예정이다.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평

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

을 개발할 겸 해서 개발이 결정된 신

도시로,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 달리 

이름에 '국제'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이유는 서울 강동구에 고덕동이

라는 지명이 있어 인지도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흔히 

국제를 생략한 고덕신도시로 알려져 

있다.

수용인구는 58,300세대에 144,173

명이며, 면적은 13.4㎢이다. 사업기간

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였으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연되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고덕신도시 사업 내에 고덕국제화첨

단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는 수

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지제역 부근

에 지어지고 있다. 지제역이 수서평택

고속선에 포함된 덕분에 나름 교통은 

편리하다. 

평택시 북부지역에서 오랜 기간 중

심지 역할을 해왔던 송탄지역이 매우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송

탄시가지가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 고

덕신도시와 연담화 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의 안성시 원곡면이나 용인시의 

남사면에도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덕신도시는 `사통팔달(四通八

達)`의 뛰어난 교통 편의성도 사람들

이 고덕신도시로 몰려드는 또 다른 

이유다. 평택시 관계자

는 "고덕신도시는 경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1호선, 서

해안고속도로와 연결

되는 평택~제천 고속도

로, 수서발 SRT와 경부

선 철도 등이 지나는 최

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사업지구와 지

제역 연결 도로 개설, 

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교

통 환경은 더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안근학 기자

고덕 속의 세계, 세계 속의 고덕 신도시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

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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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안보와 평택은 

융복합을 통한 상생 가능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생활 곳곳에 우

리가 인식하든 말든 4차 산업혁명의 속성

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조용히 자리를 잡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람과 사

람 · 사람과 사물 ·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의 시대, 융복합의 시대, 네

트웍의 시대이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

고 융복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고 상생협력이 가능한 시대이다. 

이런 점에서 인구 15만여 명에 이르는 

평택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주한미군

과 캠프 험프리스라는 핵심화두를 통해

서 한국과 미국, 군과 주민, 정부와 지자

체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상호협력 해 

나갈 수 있는 호재이자 새로운 모티브를 

갖게 되었다.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평택은 10년

전인 2010.3.26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

한 천안함 용사 46+1명의 추모비와 서해

수호의 영웅 등 우리 현대사의 호국영웅

들을 모신 호국안보공원이 있는 한국 해

군 제2함대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또한 

캠프 험프리라는 세계 최대의 단일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다. 곧 옮겨오게 될 한

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하여 주한미군의 상

징인 도시이다. 따라서 이제 평택은 ‘주

한미군 평택시대’라는 평면적인 슬로건

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한미동

맹의 새로운 상징도시로 재인식·재발견 

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상징 도시는 

지난 날의 용산시대에서 지금의 평택시

대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평택은 정부-

군-지자체-시민단체-기업-미군이 상

호 연결되고 협력하여 새로운 도약과 시

너지 효과를 내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의 새 시대 

예고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의 통합 기

지로서 미군의 해외 기지 중에서 단일 미

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이다. 

전체 부지는 444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이고, 상주인원은 4만 3천여 명으로 

미군 28500명, 미군가족 7000명, 한국인 

근로자 9000명 정도가 있다. 상주 인원 

외에도 연간 계속되는 미군들의 회의, 훈

련지원,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문하

는 인원들을 모두 합하면 연간 수십만 명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의 명칭은 1962년 

한국에서 훈련 중에 순직한 미 제6수송

중대의 조종사였던 벤자민 케이 험프리

스 (Benjamin K. Humphreys) 준위를 기

리기 위해서 명명되었다. 

주한미군 부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택과 대구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미

군의 기본계획이다. 즉 기존의 군소단위

로 흩어져 있던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부

대들이 대부분 평택 기지로 통합되는 것

이다.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는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사령부, 미2사단, 미1통신여단, 미65의무

여단, 미501군사정보여단, 미58항공연대 

4대대, 미 공군 604항공 작전지원전대 등

이 있다.  한국군 부대로는 공군 제7항공

통신전대. 사이버작전센터, 미8군협조단, 

미8군 한국군지원단, 한미연합사단 등

이 있다. (한미연합사단은 미2사단을 모

체부대로 하여 2015년 6월 3일에 편성된 

세계 유일의 연합사단이다.)

주한미군은 고정근무 인원은 한국에 

한번 배치되면 2년 정도 근무하고, 기갑

여단은 9개월씩 순환배치 되는데 지원 

병력을 포함하면 6천 명 정도 된다. 주한

미군의 평소 생활은 평일은 주로 캠프 내

에서 지내지만, 휴일에는 캠프 밖에서 지

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이들을 평택 

주변에서 휴일을 지내도록 붙잡아두는 

묘책이 필요하다. 즉 주변의 용인 민속촌 

등과 연계하여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을 소개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대 이전이 최

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미

군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평택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 기구 등이 어울린 협력과 협의를 위

한 좋은 기회이다.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평택은 3위 1체

가 되어야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과 영역은 

20C 냉전시대까지는 정치·군사안보 중

심의 이른바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위주

였으나, 21C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기

후변화 및 생태계 변화, 에너지 부족, 식

량부족, 전염병 유행 같은 각종 재해·재

난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

든 요소를 안보로 보는 비전통적 안보 개

념이 등장하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

다.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인 펜데믹 상황과 대홍수로 인한 인적 물

적 피해 상황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안보는 국가

의 안위와 관련된 국가안보와 국민(인간)

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인간안보를 

모두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반을 포괄하는 이른바 ‘포괄안보’ 개념으

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전통적 안보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

기 위해서는 크게 자주국방과 같은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방법과, 다른 국가와 안

보협력 또는 동맹을 맺는 협력안보를 추

구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오늘날 많

은 국가들이 안보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협력안보를 많이 추구하고 있다. 특히 양

국간의 동맹은 협력안보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국군은 지금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중에 하나는 

‘스마트 국방’ 구현이다. 즉 국방비를 최

소화하고 경제성과 고효율의 국방운영, 

똑똑하고 영리한 국방을 구현하는데 있

어서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핵무

기와 중장거리 미사일(IRBM, ICBM), 화

학무기 등의 각종 대량살상무기(WMD)

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상태에

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미동맹은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1953.10.1일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에 근거하고 있고,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바로 주한미군의 주둔인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인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자주국방이 최선의 국가

안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해

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그 외에도 각

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런 것

을 비교할 때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협

력안보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한반도 평

화유지의 근간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은 최초에는 군사동맹에서 비

롯되었으나 지금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

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서 한미 양국간의 포괄적 동맹관계를 정

의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군 차원

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차원에서

도 새로운 발전책을 모색하는 이른바 ‘한

미동맹 2.0’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평택 발전을 위한 ‘평택 거버넌스

(governance)’ 설립 필요

  주한미군의 캠프 험프리스로의 부대 

통합은 평택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택발전 2.0시대’를 위

한 ‘평택 거버넌스(governance)’의 설립

이 필요하다. 즉 평택의 재발견과 평택발

전을 위해서는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일

종의 ‘민관군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상생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평택은 국가안보의 새로

운 상징도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평택

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이전과 주민들

의 협력과 복지 지원을 위한 한시법인 ‘평

택지원특별법’이 2022년까지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제도

적 지원을 계기로 소위 ‘평택발전 2.0 시

대’를 위한 전략적 혜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상징도시 평택

은 평택의 미래와 발전, 평택주민과 주한

미군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군의 통합

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ICT기술을 접목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돌아보고 조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형, 융복합형 및 초연

결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필

요가 있다. 

즉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국과 주한미

군을 알고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미

군들에게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하고 친숙감을 느끼게 하여 다시 찾아오

게 만드는 장으로 만들어 가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이용한 불국사, 해인사 

등의 문화 유적지나 우리의 한글 창제, 

거북선 제조 등의 역사 소개 및 간접체험

을 하게하고 차후에 직접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말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구상은 누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것

이 단지 구상이나 아이디어에서 그칠 것

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 또는 공

모, 가칭 ‘평택 거버넌스’와 같은 협력기구

가 실제로 구성되고 가동되어야 효과적으

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

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평택 발전과 국가안보의 새로운 모티브
특별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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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은 SBS 새월화드라마 ‘브람스

를 좋아하세요?’ 채송아 역을 맡아 촬영

에 한창이다. 문학잡지 릿터와 함께한 

화보와 인터뷰에서 스물아홉 박은빈의 

현재와 곧 공개될 캐릭터 채송아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14일 공개된 화보 속 박은빈은 흑과 

백을 오가며 다채로운 매력을 뿜어냈다. 

블랙 슈트를 입고 의자에 기대 앉아 카

리스마를 발산하는가 하면 화이트 재킷

을 걸치고 책을 읽으며 사랑스러운 모습

을 연출해 단박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인터뷰를 통해 박은빈은 “사람들이 

‘박은빈은 독서를 많이 하겠지’라고 여

기는 듯 해서 늘 부담이다. 제가 책을 읽

을 때는 지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나

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무엇인가의 이

유를 찾고 싶을때이다”라고 자신만의 독

서 성향에 대해 밝혔다. 책을 선택할때

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

스로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시간

을 갖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

어서 스스로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어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나라는 사람을 좀 더 탐구

할 수 있었다. 없어선 안 됐을 시간이

었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또 “요즘 

스스로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굴곡이 있었다. 그래서 ‘방황의 기

술’을 읽었다”라고 자신의 관점을 전하

기도.  

8월 말에 방송할 ‘브람스를 좋아하

세요?’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짝사랑

하는 사람들이 어른의 문턱을 넘는 이

야기’라고 이야기해 흥미에 불을 지폈

다. 또 그는 “클래식 선율에 맞춰 29

살 청춘들이 현실에서 방황하고 흔들

리는 꿈과 사랑을 바로잡아보려는 내

용이다. 청춘들의 이야기이자 청춘을 

지나온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이야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박은빈의 진솔한 인터뷰와 멋진 

화보는 ‘릿터’ 25호에서 만날 수 있다.

여송은 기자

"책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필요한 걸 찾아""책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필요한 걸 찾아"

박은빈 

사진 = 민음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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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

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

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

을 보상한다.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보

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행안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

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

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정도의 금액으

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홍보

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갈 예

정이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

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히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앞으

로의 재난에 미리 예방해주시길 당부드

린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02-2100-5103(DB), 5104(현대), 5105(삼성), 5106(KB), 5107(농협)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소개

-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 31,600원의 풍수해 보

험을 가입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가 침수 피해를 입어 막막

했지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내고 있다. 

·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연 보험료 39,700원으로 

가입했다. 침수로 공장 기계를 폐기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행안부, 풍수해보험 가입자 피해보상 사례 안내 및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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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

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

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의 장

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

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14일부

터 1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

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위드 코

로나 시대’의 대체어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국

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

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

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 이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쉬

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

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

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

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일상’와 같

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

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

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

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

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

보할 계획이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

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

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

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

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누리소

통망(SNS)을 통해 진행됨.

박지호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8. 14.~16.) 대체어 마련

강남구, 맞춤형 여가추천 서비스 
‘여가콕’ 출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

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민들

의 성별과 나이, 성격을 반영해 여가활동

을 추천해주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맞춤

형 여가추천 서비스 ‘여가콕’을 20일 오픈

했다.

‘여가콕’ 서비스는 한국형 여가문화 빅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의 성별·나

이·성격·동기 등에 따른 심리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여가성향을 찾아 최적의 여

가활동 5가지를 골라주고, 시설 및 정보까

지 제공해준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서

비스를 기획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여

가문화연구팀이 4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

했으며, 골든민커뮤니케이션 등이 협업했

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여가문화 큐레이션 홈페이지 (gn.my-

leisure.co.kr) 주소를 입력하거나 QR코

드를 스캔해 접속할 수 있다. ‘더강남’앱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

하다.

공승호 뉴디자인과장은 “강남구만의 차

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여가콕’이 여

가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구민들의 

코로나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

다”며 “도출한 빅데이터는 구민에게 새로

운 가치를 제공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오 기자

개인 심리분석 통해 여가활동 5개 추천 … 

QR코드 스캔, 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접속 가능

맞춤형 여가추천 서비스 

‘여가콕’은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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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R코리아사이언스로봇(대표 이환

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양

성을 목표로 2005년에 설립됐다. 코딩, 

로봇, 드론 항공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전문분야와 두뇌학습 클리닉

을 담당하고 있는 뇌인지과학 분야로 구

성되어 있다. 

코딩•로봇 분야는 이미 산업계와 이

공계 전 분야에서 필수 전문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창의융합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

넷 시대의 중심기술이기도 하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컴퓨터가 멀

지 않은 과거에는 낯설기만 한 물건이었

다. 이처럼 코딩•로봇도 향후 모든 분야

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것이 틀림없다

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일까요? 대부분의 아이

들이 과학적 두뇌는 타고난 거 같아요!”

시간과 조건을 정한 후 겨루는 시합에

서 깜짝 놀랄만한 프로그램과 생각이 표

출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는 그

는 이러한 아이들을 밑받침해 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수업 중 아이들은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는데 아주 열중해

서 주위에 신경을 못 쓰는 아이 그리고 

모든 것이 궁금해서 여기저기를 오가는 

아이라고, “두 가지 다 어느 쪽이 좋다

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자기 것에만 집중

하는 아이는 스스로의 성취감을 쫓아 한 

가지 분야에 전문가적 기질을 갖고 있

으며, 같이 융합하고 남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쪽은 전체를 감독할 자질이 있는 

것으로, 현재의 로봇분야 역시 넓고 다

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성향의 각 분야들

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로봇교실은 단순한 만들기와는 다

릅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명령 장

치 CPU, 적외선 센서, 접촉센서, 소리센

서 등의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고 반응시

킬 것인지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면 쉽고, 

재미있게 나만의 로봇을 만들 수 있어

요. 특히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

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불을 깜박깜박

하는 단순 동작에서 짐을 운반하는 복잡

한 기능까지 자유자재로 실행시킬 수 있

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상상하는 무한대

의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 자체로도 흥미를 끌뿐더

러 만드는 과정에서의 창의성은 물론, 

수학과 물리를 접목한 과학 원리를 자연

스럽게 대하며 집중력 훈련과 논리적 사

고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게임으로 주로 사용하던 휴

대폰과 컴퓨터의 사용범위가 교육의 범

위로 확대되어, 정보검색을 넘어서 아이

들의 생각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교

육적으로 활용능력을 넓힐 수 있다. 온

라인상에서 배우는 과목에 제한이 없어 

로봇, 코딩, 드론항공, 과학실험 등의 수

업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ZOOM, 팀뷰

어를 이용하여 한 화면으로 학생과 자

료(동영상, 사진, 필기내용)를 공유하면

서 원격으로 학생의 컴퓨터 프로그램 셋

팅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비대면 온라

인 교육프로그램은 1) 기초적 사전숙지, 

2) 팀뷰어 원격 컴퓨터 셋팅, 3) ZOOM 

실시간 교육, 4) 녹화된 스트림영상으로 

복습이 가능하다.

해마다 열리는 국제로보페스트 세계

대회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2018년 1등, 

2019년 2등을 수상했고, 2018년 WCRC

전국대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19년 국가기술표준원장상, 경기도교

육감상. 수원시장상, 한국로봇산업진흥

원장상 등 다수 수상경력을 얻게 해준 

이 대표는 차세대 핵심은 로봇이 될 것

을 확신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체계적이

고 정확한 교육을 통해 글로벌리더로서 

자라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치훈 기자 

미래 인재의 선택! K-사이언스로봇,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시작된다
“미래교육은 비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으로 진일보 발전하게 되어 시간과 공

간에 제약이 없게됩니다. 면대면 수업에서는 보여주고, 만져보는 수업. 즉, 1

차원적 수업으로 단편적인 텍스트나 그림만 보아왔던 것들이라면 비대면 온

라인 수업을 통해 동영상이나 앱을 통하여 이해속도와 개념정리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과 접목된 IT수업이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

체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ICT(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KSR코리아사이언스 이환동 대표.

▲강남구 코엑스 '2019 국방과학기술대제전' 행

사장에서 열린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2018 국제로보페스트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후 기념사진.

코리아사이언스로봇을 

자세히 아시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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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는 8월 18일(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한 가운데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에서 17

개 시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과 관련한 간담

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교육감, 세종교육감, 국회 교

육위원장 등이 현장에서 참석하고, 15개 

시도교육감은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행사가 진행된 창덕여자중학교는 건

립 후 40년 이상 지난 노후학교지만 ①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구성, ②전 과

목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③테크센

터 등 지원체계, ③태양광 패널, 에코 쿨

루프(cool roof), 사물인터넷(IoT) 화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을 통해 새

로운 미래학교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부총리 등 현장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테크센터 등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창덕여중 학생들

과 함께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수학, 과

학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학  시 간 에 는  국 내 에 서  개 발

한 학습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

(AlgeoMath)’를 활용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차함수식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 모

양이 바뀌면서 곰돌이의 표정을 다양하

게 변화시키는 시연 수업이 진행되었는

데, 참석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수학 수업이었고, 함수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과학 시간에는 디지털교과서와 연계

한 실감형 콘텐츠(AR)를 통해 사람의 심

장과 주요 장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

보고, 혈액의 순환 경로 등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기술 발전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

나 배움이 지속되고, 개인별 맞춤형 학

습이 가능해질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감

을 나타냈다.

‘그린 스마트 스쿨’ 간담회에서 교육부

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

임을 전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그린 스마트 스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

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기

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5.5조 원(30%), 

지방비 13조 원(70%) 등 총 18.5조 원이 

투입되며,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개 

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15만 개

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온

실가스 배출량이 약 19만 이산화탄소톤

(TCO2)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 방향으로 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②저탄소 제로에너지

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③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

설복합화를 제시했다.

❶ (스마트교실) 학교별‧학급별로 첨

단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

화를 지원한다.

❷ (그린학교)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태양광 발

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그린학교를 만든

다. 이를 통해 학교 자체가 환경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도록 조성한다.

❸ (공간혁신)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학습‧쉼‧놀이

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설계 

과정에서 학생, 교원 등 사용자 참여를 

강화한다.

❹ (학교복합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

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사

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을 지역과 공유한다.

곽재근 기자

교육부‧시도교육청‘그린 스마트 스쿨’본격 추진

평생교육의 시대, 달라지는 교육트렌드

‘현재의 교육은 평생학습의 시대

로 아동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한 학습

으로 새로운 방법의 소통능력, 새로

운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시대이

다.’ 라고 슈파스교육연구소(http://

spass.co,kr)가 전한다.

▶ 학습을 통해 놀이와 재능 나눔

으로 소통한다

이 단체는 모임 안에서 가족과의 

놀이를 넘어 지역과 소통하며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보드게

임 모임이다.

보드게임을 즐기는 엄마들의 모임

(안양 꿈보)에서 출발하여, 아이들과 

함께 지역의 행사, 요양원, 가족과의 

소통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영역에

서 초등, 중등, 학부모, 지역의 강사님

들과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따세

프봉사단(https://blog.naver.com/

lovelysisun)로 운영되고 있다.

▶ 변화되는 교육 트렌드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코딩 을 지도하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청년들은 보드

게임 놀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친근하

게 놀이를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배

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수의 개념을 설명하기 보다는 

이진수 게임을 해보는 시간이 더욱 

재미있고, 초등학생들에게는 기억에 

오래 남겠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

한다.

▶ 시니어 스마트 소통의 시대

지역의 평생교육센터 블로그 강의 

수강생들의 연령 비율을 보면 50세 

이후 시니어 학습자들이 50% 가량 

수강생들로 분포되어있다.

과거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컴퓨

터 교육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면, 요즘은 내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

폰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오히

려 시니어 층에게 더욱 필요성과 관

심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콘텐츠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활동에 

더욱 관심이 높은 층이 시니어세대이

다.

평생교육의 시대, 시니어들은 아날

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이라는 새로

운 영역에 대한 학습욕구가 매우 크

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 인

기가 있으며, 교육의 요구가 큰 것이 

현실이다.

▶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

내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다양한 SNS채널을 가지고 아이

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활동하는 시

대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하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의 활동

으로 연계되는 시대이다.

과거 유명한 사람들만이 개인을 홍

보하는 일을 하였지만 요즘은 마케팅

활동으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인플

루언서들의 활동이 오히려 인기가 있

고 신뢰성을 갖으며, 남녀노소 누구

나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자신을 브

랜딩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는 시

대이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제현장에서 

느끼는 교육과 소통의 방향들은 과거

와 아주 다르게 변화되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에 함께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이지현 기자

배움으로 소통하고, 배움을 통해 나눔을 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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