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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사상 첫 
‘글로벌 톱5’ 진입

삼성전자는 20일(미국 현지시간) 글

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

드(Interbrand)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에서 브랜

드 가치가 사상 최대인 623억달러를 기

록하고 순위도 처음으로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불

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지난해 611억달

러보다 2% 상승하며 623억달러를 기록, 

2017년에 6위를 달성한 이후 3년만에 

‘글로벌 톱5’로 도약했다.

‘톱5’에 미국 기업 외 한국 기업이 진

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IT 기업들의 강세 속에 사상 최초

로 ‘톱5’에 진입함으로써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글로벌 브

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인터브랜드가 브랜드 가

치평가를 시작한 2000년 52억달러(43

위)를 시작으로 가치가 꾸준히 성장해 

20년만에 브랜드 가치가 12배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9위로 처음으

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6위, 

2020년 5위 달성까지 브랜드 가치 순위

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 평택고덕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사진제공 = 평택문화원 최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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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브랜드, 코로나19 대응 활동‧지속가능경영 활동‧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 출시‧미래성장동력 지속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에 경기

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

텔 유치를 위한 MOA 협약체결을 발표

했다.

평택시는 2019년 인구 50만명을 돌파

하며 대도시로써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미군기

지가 집중된 지역으로써 국제문화도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

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미군 및 관계자, 

평택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대형관

광호텔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평

택시는 다양한 각도로 대형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노력했으나 번번이 쉽지 않

은 상황이었다.

이에 평택시는 ｢평택시 관광진흥종합

계획｣에 대형관광호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관광호텔을 유치하고

자 하는 정책적인 준비를 했으며,

이러한 미군 등 내외국인들의 요청이 

정책여건에 부합해 평택시는 최근 팽성

읍 원정리 일원에 「국토계획법」에 따

라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10월 15일에 사업시행자인 

㈜세라핌디벨롭먼트와 호텔운영사인 인

터콘티넨탈 호텔 그룹(IHG)과 확고한 호

텔 유치를 담보하는 MOA(Memorando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IHG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호텔 

브랜드로 이번 MOA체결에 따라 평택시

에 해당 브랜드 호텔이 유치된다면 경기

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가 될 예

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

스(K-6) 인근지역으로 내리관광지 및 

내리문화공원에 접하고 안성천 및 평택

시의 지역적 특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사

업계획으로 관광호텔, 국제업무시설, 부

대판매시설 등이 구성되며, 호텔 객실

은 250실 이상으로 국내 호텔 등급 중 5

성급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리관

광지 및 내리문화공

원과 연계한 관광문

화시설을 공공기여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

고 있어 내리관광지

의 기능이 연계․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해당 관

광호텔 조성사업이 

2022년 12월말 준공

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관광호텔 운영 및 

내리관광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호

텔관련 청년 취업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기도 내 최초의 

5성급 글로벌 브랜드 유치로 내외국인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평택시의 이미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며 “늦었지만 그간 대형관광호텔

에 대한 미군기지 및 평택시민들의 지속

적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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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MOA 협약체결.

평택시, 5성급 관광호텔 유치 MOA(합의각서) 체결

경기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 기대

코로나19로 경기도→서울 유동인구↓, 경기도 내 유동인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로 향하

는 유동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경기도 

내 유동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및 통학 통행이 잦은 주중은 물론, 

여가 통행이 잦은 주말에도 비슷한 증가

치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휴대전화 기반의 KT 빅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와 서울시

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의 유

동인구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담아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와 시사

점을 발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평일 기준 경

기도→서울시 유출 유동인구가 많았던 

반면, 2월 말 이후에는 감소하여 경기도 

내 유동인구가 서울시 내 유동인구를 크

게 상회했다.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

으로 통근 및 통학 통행이 감소하고, 여

가 활동을 위한 서울 유출도 감소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8월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으로 

경기도→서울시 유출인구는 2월보다 더

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2월 말 1차 유행 

시 주중(-16.7%), 주말(-14.2%)에 비해 

8월 2차 유행 시에는 이보다 훨씬 급격

한 수준(주중 -28.6%, 주말 –20.9%)으

로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에서 서울 유출

인구의 감소폭이 주중보다 주말에 컸으

나, 이천, 안성, 여주의 경우 주말 감소폭

은 작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발생 이

전 주말 활동의 서울 의존도가 낮았던 것

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 의존도가 높은 

부천, 광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

출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1차 유행 시 경기도 내 시군 유동인구

를 보면, 성남(-1.6%), 과천(-0.6%)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도 시군

에서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양주(3.9%) ,  포천

(4.2%), 여주(3.1%), 연천

(8.1%), 가평(3.0%), 양평

(6.9%)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

로 증가했다. 이는 인구가 적

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

어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근거리 지

역 내에 머무르며, 해외여행

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도권 

근교 여행지 방문 유동인구가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들은 2차 유행

의 충격에도 광주(2.6%), 양주(4.4%), 포

천(3.8%), 연천(6.1%), 가평(9.5%), 양평

(2.6%) 등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수원역 중심상

권(매산동), 분당신도시 주요 상권(성남

시 야탑1동, 서현1동, 정자1동), 안양1번

가(안양1동)는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

여 상권에 큰 영향을 끼쳤고, 판교테크

노밸리(성남시 삼평동, 시흥동)는 코로

나19로 인한 정보통신기업 주도 재택근

무 영향으로 주중 유동인구가 감소했다.

렛츠런파크(과천시 과천동), 안성팜

랜드(안성시 미양면), 화담숲 및 곤지암

CC(광주시 도척면) 등은 주말 방문객이 

급감하여 유동인구 감소 폭이 컸다.

송진철 기자

휴대전화 기반 KT 빅데이터를 토대로 경기도와 서울시 유동인구 변화추이 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수도권 도시민 일상생활 변화 분석에 의의… 

향후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의 지역감염 관련 유용한 활용 기대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

치 상승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대

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캠

페인을 추진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갤럭시 Z 플

립’, ‘더 테라스(The Terrace)’, ‘비스포

크(BESPOKE)’ 등 혁신적인 제품을 지

속적으로 출시하고 △AI∙5G∙IoT 등 미

래 기술 선도를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

는 점을 꼽으며, 이번 평가에 긍정적으

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별로 필요한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이탈리아 밀라노 두

오모 성당 등의 옥외 광고와 소셜미디

어 채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

움을 함께 극복하자(Get through this 

together)”는 메시지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며 고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

감하고 소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 소

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채

널을 통해 공유된 사진과 스토리를 영상

으로 제작해 옥외 광고로 활용하는 ‘스

마일 캠페인(Smile Stories Campaign)’

을 전개하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CSR 비전 ‘함께가

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아래 ‘솔

브 포 투모로우(Solve For Tomorrow)’,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Samsung 

Innovation Campus)’, ‘삼성 스마트스쿨

(Samsung Smart School)’등 다양한 청

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TV 제품 포장재에 업사이클

링(Up-cycling) 개념을 도입한 에코 패

키지(Eco Package)를 선보이고, 휴대폰 

포장재에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활용 소

재를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경영 전반에 확대 적

용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브랜드

(socially responsible brand)’라는 평가

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

확실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혁신적인 제

품을 출시하고, AI∙5G∙IoT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글로벌 톱5’ 성

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선 분야에서는 5G 스마트폰 시장에

서 리더십을 공고히 했고, Z세대를 겨냥

한 갤럭시 A 시리즈와 ‘어썸(Awesome)’ 

캠페인 등을 통해 Z세대의 공감대를 이

끌어냈다. 또한, ‘갤럭시 Z 플립’ 등 새로

운 카테고리를 지속 창출하며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좋

은 호응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5G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5G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 분야에서는 ‘더 테라스’, ‘더 세로

(The Sero)’와 같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 

출시하며 TV 업계를 선도하고 소비자 

관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색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접

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에코 패키지를 진

행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구하

고 있다.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비스포크 냉장

고’, ‘그랑데 AI’와 같이 소비자들의 라이

프스타일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요리∙운동∙인테리어∙반려견 

등 고객 관심사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

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메 모 리  분 야 에 서 는  최 초 로  D 램

에 EUV를 적용하고, AI·차세대 슈

퍼컴퓨터용 초고속 D램 ‘플래시볼트

(Flashbolt)’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메모리 시장 1위 업체로서 혁신적인 기

술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 전장∙

5G∙AI 관련 잠재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D램과 낸드 등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시스템LSI 분야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엑시노스

(Exynos), 아이소셀(ISOCELL) 제품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업계를 리딩하

고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아우디 등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

했다.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 이영

희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2000년 대비 12배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삼성전자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고객의 

성원 덕분”이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고

객들과 진심으로 공감,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 성과 △

고객의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

는 브랜드(The World’s Most Valuable 

Brands 2020)’ 순위에서 8위에 올랐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경제 전

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세계 최

고의 고용주’(World’s Best Employers)

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우리나라 재계를 대

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타

계했다. 향년 78세. 지난 2014년 5월 급

성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지 6

년 만이다.

1942년 이

병철 삼성창

업 주 의  3 남

으 로  태 어

난 이 회장은 

1966년 동양

방송에서 사

회 에  첫  발

을 내디뎠다. 

1978년 삼성

물산 부회장에 이어 1979년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은 이 회장은 1987년 삼성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회장 취임사에서 "'삼성 제2의 창업'의 

선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한 이 회장은 다

음 해인 1988년 '제2창업 선언'을 발표

했다. 그는 "오는 90년대까지 삼성그룹

을 세계적인 초1류기업으로 발전시키겠

으며 앞으로 각종 사회봉사사업을 비롯

한 문화진흥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별도

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

쳤다.

1993년에는 지금도 회자되는 '삼성 신

경영'을 선언하며 삼성의 성장을 이끌었

다. 이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

으면 영원한 2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며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1997년 한국 경제가 맞은 사상 초유의 

IMF 위기와 2009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

서도 성장을 거듭했다.

이 회장이 취임하던 당시 10조 원이

었던 매출액이 2018년 387조 원으로 약 

38배 늘었으며 이익은 2000억 원에서 

72조 원으로 259배,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무려 396배 

증가했다.

2020년 브랜드 가치는 623억 달러로 

글로벌 5위에 올랐고 스마트폰, TV, 메

모리반도체 등 20개 품목에서 월드 베스

트 상품을 기록하는 등 삼성은 명실공히 

세계 1류기업으로 도약했다.

한편 이 회장의 빈소에는 애플 팀 쿡 

CEO,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해외 정상급 저명인사들도 조화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오치훈 기자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사람과 뉴스 │ 2020. 11. 3 3

▲ 이곳은 어디일까요?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차장 전경(사진제공 = 평택문화원 최치선) 

▲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2010년 반도체 16라인 기공식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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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

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

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

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

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

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

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

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

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

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

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

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

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

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

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

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

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

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

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

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①건축허가 

간소화, ②국민‧기업 편의제고, ③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목표로 9개의 세

부 과제를 추진한다.            

안수연 기자

ㅇ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

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

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

된다.

ㅇ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

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

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

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

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ㅇ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

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

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

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

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

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

이 도입된다.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

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

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

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ㅇ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체계를 개선하

고, 건축 도면

정보를 공개하

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 I M  로 드 맵 

수립 등을 추

진한다. 

ㅇ 이를 통

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

업을 지원한다.

ㅇ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

(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

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

다.

국토교통부,「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발표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건축허가 간소화 】 【 국민∙기업 편의제고 】

【 저성장 시대 대응 】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 4차 산업혁명 대비 】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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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치현 박사가 요

즘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화재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

마한 정치현 박사는 모랄레스 정권의 장

기 독재체제와 부정부패를 종식 시키고 

정치 민주화와 대외 경제협력을 통해 볼

리비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볼리

비아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라고 한다.

1970년생인 정박사는 순천노회출신

인 정은실 목사의 큰 아들로 볼리비아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12살 

때인 지난 1992년 당시 선교사로서 정 

후보보다 10년 전에 볼리비아에 정착한 

부친의 뜻에 따라 볼리비아로 건너갔다.

정 박사는 볼리비아 수크레의 샌프란

시스코 하비에르 국립대에서 의학을 전

공 한 뒤 외과의사와 목사로 활동했다. 

그의 부친인 정은실 목사는 순천 매산고

등학교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정착, 목회활동을 하면서 

현지에 기독교종합대학을 설립했다.

정 박사의 한국 지인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지만 20년 전에 귀화해 대통령 후

보자격에 부합하고, 한국을 경제대국으

로 만든 협동, 근면, 자립정신을 바탕으

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볼리비

아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새마을 

정신이 결합하면 빠른 시일 내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 박사는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박사는 ‘볼리비아의 풍부한 지하자

원과 한국 기업들과 경제협력을 이루면 

반드시 볼리비아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고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대한민국 경제를 모델로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자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오치훈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국가의 
대통령 선거 출마한 정치현 박사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인교포 정치현 박사 이슈
대한민국 경제 모델로 볼리비아 국민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할터
정치현 박사의 사촌 형 문광현 대표 정 박사와 가교 역할 톡톡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길거

리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이 펼쳐

진다.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걷다 보면 한국

과 같이 몇 m도 가지 않아 곳곳에 각종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K 프랜차이즈는 2007년 BBQ 

치킨이었고, 다른 분야의 프랜차이즈 소

식은 그 이후로 없었다.

그러나 2013년 몽골 대기업 타반보드 

그룹 (Tvan-Bogd group)에서는 마스

터 프랜차이즈권으로 KFC와 Pizza Hut 

등의 세계적 상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서 다시 프랜차이즈 의 눈길이 몽골에 

쏠리게 되었다.

해외기업의 유입이 시작되면서 K 프

랜차이즈도 진출을 시작했다.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자체 조사

에 의하면 K 프랜차이즈가 급격히 늘어

난 시기는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몽골에 있는 한국 기업 프랜차이즈

는 ‘롯데리아’, ‘봉구스’, ‘본 죽&도시락’, 

‘BBQ치킨’, ‘이마트’, ‘CU’, ‘카페베네’, 

‘뚜레쥬르’, ‘탐앤탐스’ 등 K프랜차이즈

가 있다. 이들 중 80%는 2015년 이후에 

진출했으며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CU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몽골에는 편의점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각종 학교, 회사 앞 곳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GF리테

일이 운영하는 CU는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2018년 몽골 시장에 뛰어들었

다.

몽골의 CU는 24시 편의시설이라는 가

장 큰 장점과 더불어 호쇼르(Hushur) 

와 같은 현지상품과 PB 상품인 'Cafe 

GET(즉석 원두커피)'가 고객들에게 높

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몽골 CU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시

스템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한국 

CU의 유니폼을 몽골 직원들도 착용하며 

편의점에 온 손님에게는 몽골어로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CU입니다” 라고 인

사를 하는 등의 한국식 문화를 직원들에

게 도입했다. 

또한, CU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때마

다 다양한 할인 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

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가까운 

지점을 검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새

로운 제품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CU측

에서는 올해 5월 말부터 배달 서비스 확

대에 나섰다. 다만 아직은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접수 후 점포에서 직접 배달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배달 앱을 개발 중으로 몽골 내 배

달 점포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은 중국, 동

남아, 미국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몽골이 떠오르는 신흥강자인 이

유는 한국제품의 좋은 품질과 한국 노

래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비교적 증

가했다.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2017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73%는 한국에 대해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몽골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현지 유

통 인프라가 아직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

으나 국내시장의 비결을 통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국내 업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었다.

몽 골 에 는  C U 이 외 에 도  서 클  K , 

V-point, Eco-express와 같은 경쟁사

가 있지만, 그 중 몽골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곳은 바로 CU이다. CU는 

2020년 5월 몽골 상공회의소와 정부가 

주관하는 ‘몽골의 100대 비즈니스 기업’

에 선정될 정도로 몽골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몽골 CU 매장 수는 

이달 기준 100곳을 돌파했으며, CU보다 

1년 먼저 몽골에 뛰어든 미국 편의점업

체 서클K의 약 5배 수준이 달한다.

박소영 몽골 주재 기자

몽골에 불어드는 K 프랜차이즈 선두주자 ‘CU’

▲ 몽골수도 울란바토르 KhanBank 본사 앞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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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대한민국이 술렁거렸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

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대한

민국 바둑계의 거목, 이세돌 기사를 4대

1로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이세돌 9단

이 거둔 1승은 인류가 AI를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로 기록되었으나, ‘바둑이 

인생의 전부’라던 그가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히게 된 사건

이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특히 한국에서 한

국인을 상대로 한 이벤트였기에 한국인

들의 체감도가 훨씬 높았다. 그러나 정

작 한국은 AI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 다른 주요 국

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쳐져 있다.

“2030년이 되면 한국 청년들은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 모두 중국기업

에 취직돼 있을 테니까”라는 우스갯소리

가 웃음 뒤에 서글픈 여운을 남기는 것

이 현실이다.  

AI 기술은 미래의 산업과 국가 경쟁

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많

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 미래를 위해 미래 AI 인재 발굴과 양

성을 위한 특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앞장

서서 구축하고 가동하여 AI 교육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놓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설명이 있지만 요약한다면 다양한 기술

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비등점)

를 맞는 현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융합

이다. 두 개의 흐름이 만들어 갈 사회적 

관계와 제도, 지식과 기술의 대변화 속

에서 살아남는 길은 입시 방편인 교과서

에서는 찾을 수 없다. 끊임없이 독서하

고 토론하고 변화를 주시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 학

습동기 부여야 말로 미래교육의 핵심이

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가 정착된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다양한 성공 경로가 구축된

다. 미래의 일자리는 기존의 기업에 취

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창업

과 창작, 창직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

존의 업종을 선택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

작하는 것이 창업이고, 예술과 문학 등

의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창작이라면, 창직은 

그 둘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창직은, ‘기존의 노동 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 능

력과 흥미, 적성 등을 활용하여 창조적

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

야에서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

운 창의성과 감성 역량이 요구된다.

2020년 4월, 강남구 논현1동 마을미

디어 기자양성이 시작됐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최하는 

2020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복지미디어 통&

통'이 진행하는 [우리골목 이야기, 영동

전통시장 신문방송] 사업이 실행됐다.

지난 5월에 강남 마을미디어 운영위원

회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옛 골목길의 정

취를 느낄 수 있는 강남 유일의 영동전

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마을 주민과 이

웃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를 

소통하며, 이어 강남구 글로벌 축제인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통해 국제적인 홍

보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들을 모아 교육

을 하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6월부터 강

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전

문자원봉사단 시니어기자단 교육을 시

작으로 7월에는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1회에는 기사작성 이론교육에 이어 2회

에는 PNN 사람과뉴스가 지원하여 실습

교육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샘플기사

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법을 강의했다.

또한,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주민들

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신속하게 작성하

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편집 기술을 

배웠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기사작성하고, 영상편집 어플을 통

해 유튜브 채널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

보면서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날이 될 거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을 수료

한 주민들에게는 기자 입문 교육과정 수

료증이 교부됐다.

기자단 교육을 통해 마을기자가 된 주

민들은 각자 자기주변 마을과 관련된 내

용을 기사로 올리게 됐다. 청소년기자들

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맞

춰 영문기사도 작성할 수 있다. 

강남구 안에 유일한 재래시장인 영동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들의 고

충을 인터뷰를 통해 낱낱이 듣게 됐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앞으로 영

동시장의 미래모습을 기대하며  젊은이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시장건물주들

의 시장발전을 위한 하나 된 모습이 필

요할 때라고 얘기했다.

10월 마지막 사업 성과보고회 형식으

로 그동안 만들어진 마을기사들을 모아 

판넬로 제작하여 영동전통시장내에서 전

시했고, 이를 통해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

심과 인식을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

만으로도 만족하며, 또 시장내에서도 적

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사장님들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을 만나

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여겼다.

지금은 첨단기술과 사람이 융합하고, 

인공지능이 문화와 융합되는 초연결, 초

지능의 시대가 됐다. 빠른 속도와 다양

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플랫폼을 통

해 1인 체제의 시대가 된 것이다.

나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

을 최첨단 IT 기술, 스마트미디어와 융

합시켜서, 온∙오프라인의 시장을 점유할 

거대한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민첩하게 대

응하고, 또 명료하게 역할과 책임을 분

담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구축해 나간다

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문화

적 르네상스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

며,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또 한 번의 

진화이자, 진정한 글로벌 문명사회로의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1인 미디어에서 마을미디어로 확대

박용우 국장

[활동 경력]
현재 더트루바인 3D프린팅 창조캠퍼스 서울 대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본부이사 스마트에듀

분과위원장

공공노총 글로벌 스마트미디어노동조합 위원장

사람과뉴스 4차산업 미래교육국 국장

세종로국정포럼 3D프린팅위원장

3D프린팅 산업협회 수도권지회 이사

동남보건대학교 보건3D 프린팅융합학과 

교과과정 개발위원 전문기술위원

아프리카 르완다 연합대학교 4차 산업교육처장

한국3D프린팅협회 대외협력위원장

2014 경기도교육감 후보

박용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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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

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

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

므로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

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

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다.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구축 운영계획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 이름으로 확대∙개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

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

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

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

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

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

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

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

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

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

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규모)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지역별) 수도권에서 12 ,870건

(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

수도권에서는 16,709건(56.5%), 184

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 1억5천만 원 이하 주

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

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

(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

타났다.

(면적별)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

㎡(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

하였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

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

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

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

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

과, 30대가 1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

(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

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9.2일)에서 정책소통 강화방안의 일환

으로 통합사이트 구축 계획 논의했고, 

“정책풀이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

공하게 된다.

① ❶주택시장 안정대책, ❷임대차 제

도개선, ❸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

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게

시

②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

용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

③ 관계기관 홈페이지

에도 배너를 설치하여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계기관 컨택 포인트도 적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

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

으로 업데이트하여 “정책풀이집”이 주

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

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

혔다.

안수연 기자

2030청년층부터 5060장년층까지 적용, 60㎡ 이상이 절반 넘어

7

▲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메인화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주택기준) 3억 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기존과 동일)
∙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 (감면율)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
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여,
∙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

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

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

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

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

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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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뉴스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소

개하는 일환으로 ‘에너지제로협동조합’

을 방문 취재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 비영리기업

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

으로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중 ‘에너지제로협동조합’은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라인조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업 등 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원에 위치해 있으며, 사

회적 기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수원시와 업무 MOU체결, 간판지원사

업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비전, 인재, 근무환경 등 사회적기업 으

로서의 역할과 기업 발전을 위해 더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제로협동조합은 셀프 인테리

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라인조명으

로 매출 증대를 하고있으며, 

더 나은 품질을 위해 고효율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이 기업은 사회공헌사

업으로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산하 노인복지관 시스템 에어

컨을 전달했으며, 과거 어린이

집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상 

LED조명 교체 사업을 진행하

는 등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서 진행한 간판제작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제로협동조합의 관계

자는 “아직 사회적기업이 어

떠한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

로 모르시는분들이 많다, 우리 

에너지제로협동조합은 사회

적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에

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이

라고 말했다.

이규민 기자

고객취향 반영한 실내인테리어 라인조명으로 매출 증대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산하 노인복지관 시스템에어컨 전달,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

경기도일자리재단 간판제작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역사업 적극참여

▲ 에너지제로협동조합.

▲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산하 노인복지관 시스템에어컨 전달.

인테리어 필수 아이템 라인조명, 
에너지제로협동조합 사회공헌사업 활발

▲ 간판지원사업 시공 후 .

▲ 간판지원사업 시공 전.

▲ 라인조명은 인테리어 필수품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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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GAN) 기술을 활용한 대량 생산에 적합한 
메탈3D 프린팅 불량 예측 시스템 개발

메탈3D㈜는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

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인 GAN 을 

사용하여,자체 개발한 멜트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빅데이타를 처리하여,메

탈 3D 프린팅시에 불량을 자동 검출하

는 인공지능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여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

은 시제품 생산용이 아닌, 현재, 대량으

로 생산되는 부품, 월 2만개 이상의 부품

의 각각의 품질을 각각 생산시에 취득한 

멜트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량을 자동

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불량을 100% 예측을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별 모델링과는 다른 생성 모

델링의 GAN(적대적 신경망) 기술을 활

용하여, 기존의 확률적인 방법으로 판단

하던 방식에서 효율성을 높인 3D 프린

팅 스마트 공장에 적합한 인공지능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다른 

점이다.  

메탈3D 프린팅에서 불량의 예후를 모

니터링하기 위해 이미지 마커를 잡아내

는 모델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보통의 모델은 자동 감지를 위해 알

려진 데이터 샘플을 사용하고, 많은 양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라벨링 작

업과 이미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만 탐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방식이다. 이 방

식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라벨링 작업

이 안된 이상도 감지가 가능한 것이 다

른 제품에 대한 특징이다.  

이 방식은 이미지에서 결합(어노말리)

를 찾기 위해 비지도학습 이용한다. 인

공지능 기술인 GAN은 정상적인 변동성

의 다양함(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

한 DCGAN과 이미지 공간에서 잠재공간

으로의 매핑방식을 기반으로 비정상(어

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한다. 

이상 감지를 위해, 우리는 GAN 기반

의 정상 가변성을 표현하는 모델을 학습

한다. 이러한 방법은 생성모델과,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동시에 구분하

는 판별기(discriminator)를 학습시킨다. 

단일 비용 함수 최적화 대신, 비용의 

내쉬 균형, 생성 모델의 대표성과 특이

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성된 데이터로부

터 실제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분류하고 

대응하는 Feature Mapping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떻게 이 모델을 만

들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학습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형태를 식별하

는 것에 대한 인공 지능 해결책을 사용

하였다. 

학습 후에 실제 검출을 위해, 각 부품

에 대한 멜트풀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모델은 어노말리와 어노말리 스코어

(anomaly scoring)를 계산한다. 이것을 근

간으로 이 방식은 멜트 풀의 비정상 영상

에 적용한 결과, 기공 또는 결함을 포함하

는 이미지와 같은 변칙적인 영상(어노말

리)을 정확하게 식별함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이노말리

로 사전에 부품의 이상을 검출한 예, 이 

방식으로 생산 불량을 제거한다. 

본 제품은 기존 메탈쓰리디㈜/윈포시

스㈜의 멜트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인 옵션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다.   

메탈3D 프린팅 장비와 멜트풀 모니터

링을 개발한 메탈3D(주)의 주승환CTO 

는 “ 3D 프린팅에 인공지능의 기술 중에

서 GAN 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적용한 

예이다. 기존의 멜트풀은 공정의 모니터

링을 정확하게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로 

인해, 사실 상 많은 인력을 통해서, 이상 

검출을 하여야 하는 데, 이 인공지능 기

술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이 이상을 찾

아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따라서, 100% 의 가까운 불량 검출을 하

여, 대량 생산시에 메탈3D 프린팅의 불

량률을 100% 찾아낼 수 있어, 안전한 제

품을 납품을 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참고 멭트풀 모니터링 시스템은 메탈

쓰리디㈜/윈포시스㈜가 개발한 제품으

로 현재, 국내 메탈3D 프린팅 장비 뿐만 

아니라,  독일 오알레이저 사의 장비에

도 사용되는 유일한 국내 개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이다. 

박명오 기자

▲ 멜트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불량 감지, 빨간 부분이 좋은 품질인데, 빨간색이 아닌 부분이 불량이 발생한 부분이다.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출을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멜트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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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의 미래모습 1 : 사람들의 시

간은 거꾸로 간다>

94세가 된 수영 씨는 얼마 전에 새로

운 치아가 났다. 오랜 세월 쓰이며 닳

고 닳은 치아 재생 줄기세포를 통해 젊

은 시절의 건강한 치아로 복원될 수 있

었다. 최근에 사람들은 치아뿐 아니라 

피부, 뼈, 간‧심장 등 장기도 인공적으

로 만들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심

지어 얼마 전에는 노화된 세포의 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술까지 개

발되어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으로까지 예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

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수) 열린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를 통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이하 

‘미래전략 2045’)｣를 발표하였다.

<2045년의 미래모습 2 : 미지의 영역

을 탐사하는 쌍둥이 남매>

각각 우주와 심해를 탐사하는 쌍둥이 

남매가 화제다. 올해 26세가 된 2020년

생 지윤 씨와 도윤 씨는 각각 우주와 심

해를 탐험하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

터 세계 각국의 극지프로젝트를 보고 자

라, 미래의 꿈 1위가 우주인으로 나온 세

대이기도 하다. 오늘 한국시각 0시 기준

으로, 지윤 씨는 화성의 우주 탐사로봇

에서, 도윤 씨는 심해 10,000m 아래까지 

잠수하는 심해유인잠수정에서 차세대 

통신 기술을 통해 서로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인간의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과학

기술>

‣ 인체의 치아, 뼈, 피부, 혈액이나 장

기까지 노화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새 것

으로 교체

‣ 뇌에 칩을 이식하거나 뇌를 기계로 

자극해 젊을 때와 같은 기억력, 정신상

태 등을 유지

‣ 뇌-기계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기계

를 작동시키고 어린아이, 동물과도 간단

한 소통 가능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과학기술>

‣ 자율주행차 전용도로가 도시 곳곳에 

깔리며 차량 접촉 및 대인 교통사고 현

격히 감소

‣ 서울-뉴욕 간을 2시간 내 주파하는 

우주왕복 유인비행기, 해저터널을 통과

하는 하이퍼루프

‣ 재사용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우주공간에 안정적인 

생활도시 조성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태

풍약화 및 진로변경 등 혁신적인 기상기

후 조절 가능

‣ 더 이상 ‘버리는 폐기물’이 아닌 ‘새

로운 자원인 폐기물’로서 자원화‧에너지

화하여 재활용

‣ 우주의 태양광 발전과 지구 내 ‘인공

태양’을 만드는 핵융합 발전으로 에너지 

안정적 확보

‘미래전략 2045’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실

현해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

책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

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

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

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

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

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동 미래전략은 지난 ‘19.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칠희 삼

성전자 고문, 20인의 산학연 전문가)’와 2

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 분과/28

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를 중심으로 

전략안을 구성하였으며, 대국민 설문조

사(’19.7), 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19.10),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19.10), 기

술‧정책분야별 전문가 자문(’19.11~‘20.7) 

등 1년 이상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래전략 2045’의 기본 틀은 △2045

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우선 설정하

여, 미래에 대한 상상, 누구나 보편적으

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

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도

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

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

향’을 도출했다.먼저, ‘2045년 미래상’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인

식과 기대,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

하여,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

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 세계 몇 위 등 양적 

가치를 목표로 삼기보다 안전, 건강, 풍요, 

인류사회 기여 등 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다.

2045년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발전해 

있을까?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 실현을 위한 

질문(8가지)에서 시작하여, 각 질문에 대

응하는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각 도전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

시하였다. 장기 미래예측은 불확실성이 

높고 지금은 전망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출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 도전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연구주체가 이의 해결을 위해 기술

적 요소를 찾아가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설정했다. 그리고 동 전략에서 제시된 

예시기술들은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

(’21~’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 중요

도, 기술발전 영향 등을 분석하는 등 보

다 구체화시켜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

기 전략‧계획 수립 시 ‘미래전략 2045’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의 실효

성과 실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미

래전략 2045‘에 대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

로 쉽게 서술한 홍보용 책자를 주요 국립

과학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략을 널리 홍보‧확산할 예정이다.

오치훈 기자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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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가칭)’의 이름으로 ‘보조

금24’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행안부가 ‘정부24(www.

gov.kr)’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로

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정

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

거나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

야 했지만, 서비스가 개통되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

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

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이름 선

정을 위해 먼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작

명평가단 10명과 브랜드·홍보 전문가가 

참여하여, 3개의 후보안(온나라보조금, 

보조금24, 나라드림24)을 선정했다.

3개의 후보 중 1개를 선택하는 국민

투표(9,767명 참여)에서는 3개 후보 모

두가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

빙의 승부를 펼쳤으며,그 후 전문가 심

사(20%)를 거쳐 ‘보조금24’가 39.5%

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라드림24’는 

32.1%로 2위, ‘온나라보조금’은 28.3%

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보조금24’는 신청 위주였던 보조금 

서비스를 넘어,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 담겨있

다. 

홍보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외국어대학

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유나 교

수는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정부24 사

이트와의 연계성과 홍보 확장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조금24’로 의견

이 모아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작명평가단으로 활동한 한울 씨(27

세)는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번거로움을 보조금24가 많이 해결해줄 

것 같다.”며, “직업훈련교육과 근로장려

금 등 내게 맞는 보조금을 언제든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자주 활

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조금24는 내년 4월 정식 개시를 앞

두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준비

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시범운영단을 모집

하고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운영

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홍

보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부르기 편한 브

랜드 명칭이 선정된 것 같다.”며 “정부24

가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만큼, 내년에 

선보일 보조금24도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국민투표(9,767명 참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보조금24가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의 위상을 이어나가길 기대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

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

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

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

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

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

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

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

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

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

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

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

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규모)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

안 총 2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되었

다.

(지역별) 수도권에서 12,870건

(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

수도권에서는 16,709건(56.5%), 184

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 1억5천만 원 이하 주

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

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

(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

타났다.

(면적별)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

지하였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

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

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

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

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

과, 30대가 11,760건(39.8%)으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

(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

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

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

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

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

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

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정희 기자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정부를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재근 기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국가기술자격증 전자증명서 도입

행안부, 8개 대학·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10.28.)

▲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경기도 평택시의 인구는 지난 2019년 

4월, 50만 명의 벽을 돌파했으며 각종 

대형 호재를 기반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미분양

이 빠르게 해소되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

와 시세 오름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많은 산업단지들이 입주해 산업 클러

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평택에는 삼성, 

LG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SRT와 서해안복선철도로 등의 

고속철도망이 신설되는 가운데 평택-부

발선 철도건설 계획을 통해 더욱 획기적

인 교통환경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

조되고 있는 평택 지역 내 신규 공급되

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최근

에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및 상업·업

무용 부동산은 12만6954건으로 전년 

동기 12만800건 대비 6,000건 이상 증

가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전년 7만7613건에서 올해 8만1666건

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지역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택 고덕신도시 행

정 복합단지를 품은 서정리역 로데오광

장 랜드마크몰 ‘고덕 서정타워1차’에 이

어 서정타워2차도 곧 분양을 앞두고 있

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는 공공기관 배후 상가의 

가치에 주목한 수요자들의 시선을 집중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공공기

관의 특성 상 주변 상권은 경기를 타지 

않는 만큼 안정적인 상가 운영이 가능

해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게다가 안정적인 소비력을 갖춘 

공무원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자리하는 도시 중심지의 메

리트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수혜도 프리미엄으로 지목된다.  

고덕 서정타워 상업시설의 사업지인 

고덕 국제신도시 서정리역 일대는 삼성

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5

개의 산업단지 및 아주대병원 입주, 삼

성전자 협력업체 유치 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인구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큰 상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을 비켜간 고

덕 서정타워 상가는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및 주택 수 포함과 무관하며 대규

모 행정복합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탄탄

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서정리역복합

개발의 최대 수

혜가 기대되는 

고덕 서정타워는 

약 10만 명의 유

동인구를 품은 

로데오광장을 비

롯해 약 8만 명

이 근무하는 삼

성시티와 약 1만

5천 세대가 거주

하는 고덕시범단

지 수요도 흡수

할 것으로 보이

는데다 상가 내 

업종이 중복되지 

않아 독점적인 

수익 창출이 기

대되는 만큼 안

정적인 임대 사

업까지 가능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렌디한 MD 구성으로 고객 유입을 

극대화하는 고덕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매김할 예정인 고덕 서정타워는 서정리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구도심 4.5만여

명, 인근 LG디지털파크, 평택브레인시티 

등 배후 수요의 발길도 이끌 것으로 보

인다. 

‘코리아신탁’이 고덕국제화지구 일상 

3-1-2BL(고덕면 여염리 4229-2번지)

에서 시행수탁을 맡은 고덕 서정타워는 

지하 4층~지상 8층, 총 147호실로 구성

되는 글로벌 스트리트몰이다. 법정 주차 

대수인 63대의 2배를 상회하는 127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고덕 서정타워1차와 고덕국제

화지구 일상 2-1-4BL (고덕면 여염리 

4230-4번지)에 같은 블럭 단지에 들어

서는 서정타워2차는 쇼핑과 힐링을 동

시에 누리는 평택 고덕신도시의 명소로 

각인될 전망이다. 

분양을 앞둔 고덕 서정타워 홍보관 관

계자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가 창출하

는 무궁무진한 미래가치와 큰 발전 가능

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분양 전부터 잇따르고 있다”면서 

“상가 분양은 ‘기승전 유동인구’라 할 수 

있는 만큼 고덕 서정타워의 조기 마감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덕 서정타워 상가의 홍보관은 서정

리역세권복합개발 앞에 공개 중으로 관

련 문의는 대표전화(1668-4924)를 통

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예약 필수!

송진철 기자

▲ 국내최초 공중보행교로 서정리역과 대형쇼핑몰,환승 버스터미널, 로데오거리로 이어지는 서정타워1차, 2차 조감도.

광고기사사람과 뉴스 │ 2020. 11. 312

랜드마크 상가 ‘고덕 서정타워 1차’ 분양 커밍순 
서정타워 2차 분양 임박!



평택시가 1342만2000㎡에 조성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에 2022년까지 모두 5

만8000여 가구에 14만4000여명이 입주

할 예정으로 주거시설과,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교육시설이 건립 중

이거나 건립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말까지 4개 아파트단

지 4700가구에 1만1200여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거나 입주 할 예정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에 따르면 평택시의 총 인구수는 9월 현

재 52만9140명으로, 2010년 말 41만

9457명 대비 26.1% 늘어났다. 이는 같

은 기간 경기도 총 인구 증가율 17.8%

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평택시의 

20~30대 인구는 총 15만9140명으로 전

체 28.6%의 비중을 차지한다.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다. 2018년 평

택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

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44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세 번

째로 높았다. 경기도 전체의 합계출산율

은 1.002, 전국 평균은 0.977다. 조혼인

율(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도 2019년 

6.1을 기록해 경기도 내

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특히 평택은 내년 가

동 예정인 삼성전자 평

택 캠퍼스 2기를 비롯

해  향 후  삼 성 반 도 체 

3·4기 준공 및 190여 

곳의 협력기업 이전이 

예정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효과가 전

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

년 전인 2009년 41만명 

수준이었던 평택시 인

구는 지난 4월을 기점

으로 50만명을 돌파하

면서 수도권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눈여겨 볼 사항

은 평택시의 개발 사업

이 서평택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간 평택의 개발을 주도했던 동평택 

지역의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서평택 지역이 향후 개발사업과 

기업이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서 평택 신항만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

유구역 포승지구, 평택호관광단지, 현덕

지구, 화양지구 등이 서평택의 개발을 

이끌고 있어 서평택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교역량 4위, 국내 자동차

물동량 1위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포승

국가산업단지, 포승제2공단 등에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 미군기지 이

전으로 향후 2~3년 내로 서평택 지역

의 신규 유입인구는 10만을 넘길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평택에 위치

한 화양지구와 현덕지구의 개발이 가속

화되고 있다.

게다가 소득 증가율이 높은 40대 인

구뿐만 아니라 굵직한 개발호재로 상

근, 상주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말 SRT의 개통으로 서울 강남 및 

전국 전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강

화됐으며, 4만3,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택 미군기지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에는 램

과 낸드플레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

하는 삼성전자 평택1ㆍ2공장에 이어 3

공장 착공을 위한 준비 또한 진행하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LG전자 등 국내 내

로라하는 기업도 주변에 생산라인을 구

축하고 있고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대규모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

어 지역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평택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올

해 본격적인 대형 호재가 맞물리면서 

앞으로는 인구 증가가 더 가파를 것으

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미래가치도 높아 

인기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

다”고 말했다.

박지호 기자

건설붐 평택, 고덕신도시 입주민 폭발
평택 고덕신도시 사람과 뉴스 │ 2020. 11. 3 13

▲ 故 이건희 회장의 선견지명으로 삼성반도체가 들어온 평택 고덕

신도시를 비롯한 평택시 42개 지구에 이어 요즘 가장 핫 플레이스

로 주목받고 있는 평택시 서부권에 여의도 면적 규모의 ‘평택항 화

양신도시’가 본격 개발돼 평택시 전체가 건설붐이 일고 있다.



데 목적을 둔 분야다.

‘수원 구매탄시장’을 선정,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비 정비, 빈 점포 등 

공간활용, 홍보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종

합 지원이 이뤄진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경제에 대

한 긴급경제처방으로 한정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

다”며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언 기자

경기도사람과 뉴스 │ 2020. 11. 3
14

연천 전곡전통시장, 평택 송탄전통시

장 등 경기도내 전통시장 4곳이 ‘2021

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

들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

흥,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7기 경

기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기

도형 상권진흥구역’, ‘상생발전형 경기공

유마켓’,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등에 대

한 공모를 진행했다.

당초 내년도 추진 사업이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경제 처방으로 올

해 8월로 공모 시기를 앞당겼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의위

원회를 열어 특화전략, 효과,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 높은 평가를 받은 4개 전통

시장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첫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

시장과 주변상권을 묶어 상권진흥구역

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구도

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하남 

신장전통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 2

곳이 선정됐다. 

지정구역 1곳 당 시설 개선이나 마케

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한

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

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각종 사업

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

도형 상권 자치 협의체인 ‘상권진흥협의

회’를 운영한다.

둘째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은 전

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

소에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판매자로 참

여하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사업

이다. ‘평택 송탄전통시장’을 선정해 최

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

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과 함

께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상인과 주

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를 조성해 상권 

살리기를 도모한다.

셋째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은 관광

코스 등 지역의 특화요소를 발굴, 이를 

연계함으로써 한류허브형 특화시장 등 

지역 중심의 대표 브랜드 시장을 만드는

평택 송탄전통시장 등 4곳 
‘2021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대상 선정

○ ‘2021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대상 전통시장 4곳 선정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곳 (하남 신장전통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1곳 (평택 송탄전통시장)

 -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1곳 (수원 구매탄시장)

○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력 복원에 초점

평택시의회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간담회

평택시의회 이관우 자치행정위원

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

에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간담

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관우 위원장이 주

관했으며, 홍선의 의장, 이병배 의원, 

김영주 의원, 최은영 의원, 권현미 의

원과 김도연 송탄관광특구연합회장 

및 관련 단체장 10여명, 평택시 관광

과장 등 관계공무원 등 총 30여명 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송탄관광특구 관련 단

체장들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용역 결과로 추진한 시설환

경개선 및 콘텐츠 특화사업 총 24개

중 미 추진된 철길 가로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향후 추진되는 관광특구 관련 사업 

또는 용역 추진시 관련 단체 및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

했으며, 송탄관광특구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상

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

구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요

구 사항에 대해 관련법률 등을 적극 검

토해 송탄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늘 송

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

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

련했다”며“앞으로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단체 및 지

역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명으로 

관련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달라 ”고 말했다. 

오치훈 기자

▲ 평택 송탄전통시장.

▲ 지난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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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보유한 우

리 토종 종자 1만 자원이 노르웨이령 스

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적인 식물 종자 

저장 시설인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

고’에 기탁돼 영구 보존된다. 

2008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토

종 종자 33작물 1만 3천여 자원을 기탁

한 이후 두 번째다.  

올해 2차로 기탁되는 토종 종자는 농

업유전자원센터에서 1980년대부터 수

집해 증식‧평가한 자원 중 종자 양이 충

분히 확보되어 있고, 발아율이 높은 순

서로 선정된 18작물 21종 1만 자원이다. 

18 작물이란 강낭콩, 귀리, 녹두, 돌동

부, 돌콩, 동부, 메귀리, 밀, 벼, 보리, 새

팥, 예팥, 완두, 제비콩, 좀돌팥, 콩, 팥, 

호밀을 말한다.

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

고에 중복 보존되는 우리나라 토종자원은 

총 44작물 2만 3,185자원으로 늘어난다. 

기탁되는 토종 종자는 블랙박스(57×

36cm) 18개에 담겨 밀봉된 채 15일 농

업유전자원센터를 출발해 스발바르 국

제 종자 저장고 3차 개방 기간(10월 26

일∼29일) 중 입고될 예정이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는 지구의 

기후 대 재앙시에도 식량의 기본 재료

인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인류 

후손의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섬  산속 

130m 갱도(영하4도 항시유지) 끝에 3개

의 장기저장고에  450만점 저장 가능한 

(영하18도, 9.5m x 27m 크기) 규모다.

총공사비 80억 원을 들여 2006. 3월 

착공하여 2008. 2. 26 개관 했으며  정전 

시 주변의 영구동토층이 계속 자연냉동

을 하도록 설계 됐으며, 입구부터 장기 

저장고 사이에 4중 철문 설치로 안전장

치가 되어 있다.

이번 토종 종자 기탁은 지난해 8월 

농촌진흥청과 세계작물 다양성 재단

(GCDT)이 중복보존, 연구 협력, 정보연

계 등에 관한 협약을 갱신 체결함에 따

라 성사됐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 식량의 

기본재료인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작물 다양성 

재단이 2008년 설립했다. 

수 세기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재

난과 재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

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약 98만 종

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다. 

이곳에 기탁된 종자는 블랙박스 형태

로 보관되며, 한 번 들어온 종자는 제공

국 허가 없이 열어볼 수 없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박교선 

센터장은 “소중한 국가자산이며, 후대

에 물려줄 유산인 농업유전자원을 국내

외에 분산 중복으로 보존해 천재지변 등 

만약의 사태로 인한 자원 소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생명 산업의 기반 소재

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의 안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인학 기자

2020년 11월 1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성헌)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

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이 

주최하고, 학생신문(발행인 엄영자), 우

분투포럼(대표 김현정), (사)맨발의 사나

이(이사장 송인환)가 주관하는 『2020 

생명살림국민운동-천년 후 대한민국』

이 거행된다.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이한 새마을운

동중앙회는 기후위기, 생명위기를 마주

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2018년 생명∙

평화∙공경운동 추진 의결을 거쳐, 2019

년 새마을운동 대전환을 선포하고 생명

살림국민운동을 시작했다

정성헌 회장은, “운동이라는 게 그 시

대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응답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에게 가장 근본적이면서 절실한 것이 무

엇인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기후위

기, 생명위기로, 이대로 가다가는 한 20

년 후에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 새마을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것

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공노총은 노동계에서는 최초로 새

마을운동중앙회와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충재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일자리의 

붕괴를 일으키며, 가장 먼저 노동자와 

사회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관한 고민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

금협상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일터

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정하여 당장 시

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생명살림운동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윤원식 기자

2020 생명살림국민운동, 천년 후 대한민국- 
건강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2020년 11월 11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공공노총이 함께 시작하는 범국민운동

식량 기본 재료인 유전 자원 안전한 보존 위해 

국내식물 종자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에 영구 보존

세계 각국에서 보낸 약 98만 종의 종자 저장

▲ 2020년 11월 11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공공

노총이 함께 시작하는 범국민운동『2020 생명

살림국민운동-천년 후 대한민국』포스터.

▲ 스발바르 국제 종자저장고 전경.

지구 대재앙 대비한 국제종자 저장 
참여한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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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창의적

으로 내.외부를 디자인한 주택이 유행하

고 있다. GK그룹(회장 박찬보)만의 기

술을 자랑하는 'GK 돔 하우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아파트와 평범한 주택에 지친 사

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돔 하우스는 친환경 전원주택으로 

활용성이 높게 설계된 신개념 공간으

로, 안정적인 돔 구조로 개발된 휴식 

공간 및 대안주택 개념의 하우스다. 방

음과 방수, 방습은 물론 단열효과도 볼 

수 있으며 냉,난방 효율을 최대한 증

대시켜 높은 단열효과와 강풍에 강한 

구조이면서도 기둥과 보가 없는 심플

한 이중성형 구조와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으로 개발되어 지진이나 충격

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한다. 또

한 프레임이 없는 구조물이기에 가볍

고, 간편한 조립과 해체는 물론, 음이온 

원적외선 방출로 머리를 맑게 하고 마

음까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

다.

돔 하우스에서 거주했던 경험자는 예

전에 술 마시고 다음날이면 머리도 아

프고, 몸도 안좋았는데, 돔 하우스에 살

다보니 머리도 상쾌하고, 기운도 넘친

다, 돔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의 

영향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찬보 회장은 자연과 환경, 행복한 

웰빙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집을 지어야겠다는 일념 하

나로 정진해오며 친환경 자재인 내 외

장형 몰탈을 소재로 우리 인간이 가장 

휴식하기 좋고 실용성 있는 돔 하우스

로 지었다고 한다. 

돔 하우스는 이미 다양한 공간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일반주택에서부터 팬션 등 

건축되고 있으며, 돔사우나, 찜질방 등 

건강 레저문화 공간과 유치원, 마을회

관, 노인휴게실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박물

관, 전시실, 대중연회장, 보건소, 이동식 

행정봉사기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관

계자는 전했다.

박회장은 '돔 하우스'는 가장 아름답

고 든든하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

는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객

을 위한 웰빙 생활의 솔루션 제공을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용우 기자

GK 그룹, ‘GK 돔 하우스’로 미래 주거문화를 선두하는데 앞장서

▲ GK그룹의 'GK 돔하우스' 전경

▲ GK그룹의 'GK 돔하우스' 이미지

▲ GK 그룹 이미지 제공.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

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

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

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

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

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

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

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

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

(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

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

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

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

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

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

용할 수 있다.

*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순자

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대

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

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

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

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

(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최저금리 

1.5%)

➁ (신혼부부 디딤돌) 연소득 7천

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

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

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

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

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

이 낮아진다.

* (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대출조

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

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

회) 이상 납입자 0.2%p(0.1%p), 1

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이번 금리인하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

며, 약 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

집(www.nhuf.molit.go.kr)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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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

장우)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연안

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문

어’가 발견돼 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각

별한 주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파란선문어는 주로 아열대 해역에 서

식하는 10㎝ 내외의 작은 크기로 귀여

운 모양이지만 침샘 등에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  쏘일 

경우 독성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라며 "함부로 만지지 말고 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파란선문어의 독성 물질은 복어독으

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으로. 복어보다 무려 100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맹독성 파란선문어는 

기장군 장안중학교 2학년 학생(박장

원)이 지난 5월 25일 기장군 일광 바닷

가에서 잠자리채를 이용해 잡아 국립

수산과학원에 신고한 문어가 맹독성이 

있는 파란선문어로 확인 돼면서 알려

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문

어는 파란고리문어속에 속하는 ‘파란

선문어’이며, 그 동안 제주도에서 출현

했던 것과 동일한 종인 것으로 확인했

다. 

우리나라에서 파란고리문어류는 

2012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경남 거제시 및 울산시 경북 

영덕 등에서도 잇따라 발견 되면서 점점 

북상하고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제주

도 협제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관광

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이 쏘여 응급치료

를 받은 바 있다.

파란선문어는 호주와  필리핀, 인도네

시아 등 주로 남태평양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립수

산과학원 연구진에 따르면 토종일 가능

성도 있다.라고 한다. 

 손광태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아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

다.”라며,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화려

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

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

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안근학 기자

복어보다 무려 100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는 ‘파란선문어’ 발견

고령화의 그늘 ‘치매’, 한글 호흡으로 증상 완화할 수 있다!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

가, 펄 벅이 한글에 대해 했던 말이다. 

실제로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배우

기가 쉽고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75%

였으나 한글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이

후 급격히 감소했고, 현재는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문맹률 1% 미만인 

나라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한글을 이용한 호흡법이 치매 

증상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러한 호흡법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글이 우리의 인체를 토대

로 창제된 문자인 만큼 우리 몸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글은 “상형의 원리”를 띠는 문자

로써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을 만들 

때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과 같은 발

음 기관과 하늘과 땅, 사람을 뜻하는 

천지인을 기초로 했다. 실제 세종국어

문화원의 김슬옹 박사의 연구에 따르

면 한글의 창제원리를 해설해 놓은 훈

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에는 자음

이 인체의 오장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한글과 인체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

명된 셈이다.

한글발성산업진흥원 장우용 이사장

은 우리 몸과 호흡에 대해 연구한 끝

에 한글을 이용한 호흡법을 개발했는

데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대동맥이 파

열되는 의료사고를 겪게 되었다. 당

시 설상가상으로 감기까지 앓게 되었

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 몇 달이 지나

도 낫지를 않았다. 장 원장은 면역력

이 약해진 상태에서 호흡을 해보면서 

‘허’ 하는 소리를 낼 때는 가슴을 움직

이며 소리가 들어가고 ‘어’라고 할 때

는 목구멍을 움직이며 소리가 들어간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호흡을 계속하자 오랫동안 앓던 감기

가 금세 나았다. 그때 일을 계기로 호

흡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고, 본격적

으로 자가치유를 위한 호흡법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장 원장은 한글이 신체를 본떠서 만

들어졌다는 원리를 이용해 이를 호흡

과 적용해보았다. 한글은 최소한의 도

형인 점과 선, 원만으로 만든 도형의 

원리를 띠는 문자인데 그 원리를 적

용,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발음해보

면서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힘

이 들어가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각의 모음과 자음을 발음

할 때마다 다른 기관이 움직인다는 것

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실제로 초음파

로 검사를 해보니 ‘기역’을 발음하면 

위장이 움직이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 

‘니은’이라 말하면 심장이 더 크게 뛴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움직이고, 활성

화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주

파수가 장기와 신경을 자극, 평소 운

동이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운동을 시

켜주게 되는데 장 원장은 이러한 원

리에 착안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적

용한 발성과 호흡법을 개발했다. 이

를 바탕으로 뇌 운동 학습 프로그램

도 만들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의생

명연구원 건강행동&질병예방 연구실

과 65~96세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약 

8주간 주 5회, 2시간씩 임상실험을 진

행해 보았더니 뇌파가 활성화되고 인

지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뿐 아니라 최대흡기압력과 최대호기

압력이 높아진 점으로 볼 때 호흡 근

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주식회사 한글콘텐츠산업(대표 차

정민 박사, 정보연)에서는 장 원장이 

개발한 한글 호흡 뇌 운동 학습 프로

그램을 데이케어센터나 치매안심센

터, 지자체 보건소 등에 도입해 운영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도

입한 요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고

령자들의 치매 증상이 완화됐다며 좋

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요양보

호사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지가 

호전됨에 따라 소통이 원활해지고 돌

봄 케어에 대한 육체적인 노동력이 줄

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곽재근 기자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

청산가리보다 10배나 많은 독성 지닌 '파란선 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어업인 관광객 주의 당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 토종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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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강한나, 조현진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말모이 팀(지도교사 이균호)은 벨

기에,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의 국가에

서 다문화 학생으로서 겪었던 본인들의 

경험과 통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접한 다

문화 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할 공공정

책을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청소년의 입

장에서 설계, 제안했다.

사회문제해결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활용해 문제 제기, 대안정책, 공공정책, 

실행계획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

한 새로운 공공정책을 설계했다. 청소년

말모이 팀은 소속 학교인 외국어고등학

교 특성상 해외에서 온 학생과 교사, 또

는 직접 해외에서 다문화를 경험해본 학

생들이 많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에서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인터뷰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다문

화가 겪는 어려움 중 ‘언어 격차’에 주목

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단체 채팅방

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표준어가 아닌 청소년이 사용하는 신조

어, 은어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전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학습

이 어렵다. 

벨기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경험한 

조예진 학생은 “학교 수업 발표나 시험

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될 수 있

었으나, 평소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그

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이해하지 못해 소

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통번역 활동을 해 온 조현진 학생은 “미

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온 다문화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은 반면에, 저개발

국가에서 온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본인

의 출신 국적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

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경험한 강한나 학생은 “아랍에미리트는 

인구의 85% 정도가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은어를 많이 사

용하는 청소년들이 깊이 있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

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라

고 청소년을 위한 섬세한 정책의 필요를 

주장했다.

지도교사 이균호 선생님(대원외국어

고등학교 국어교사)은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동일한 학년이어

도 개인별 수준과 취약점 등이 제각각이

므로 세분화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수준별 세분화된 교재 및 도

서목록과 하향식 교육에서 벗어나 구체

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융

화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

고 말하며 실질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이 

정책적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했다.

청소년말모이 팀은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적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키워드

로 ‘언어격차로 인한 - 소외감, 낮은 자

존감’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책임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정책수요자가 

직접 정책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참여형 

공공정책 설계 방식’을 제안했다. 

수요자 참여형 공공정책 설계 방식

의 예시로 청소

년 언 어 필 터 앱

을 개발한 박시

온 학생은 “청

소년이 일상에

서 사용하는 신

조어, 은어를 입

력하면 이해하

기 쉬운 한국어

로 자동번역 되

는 앱입니다. 이 

앱에서 가장 주

요하게 다룬 것

은 새로운 신조

어를 청소년들이 추가 업로드할 수 있

게 한 것입니다. 이는 수요자인 다문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함으로 소속감과 책

임감,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자부심

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과 해외를 대상으로 

청소년언어 말모이를 진행했는데 정책

을 설계할 때 직접수요자와 이해관계자

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필요지점을 찾

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활동 소감을 

밝히며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의 긍

정성을 피력했다.

청소년말모이 팀은 ‘청소년언어필터

앱’을 다문화 청소년 지원 관련 공공기

관과 지원기관에 제안하여 실질적인 공

공정책이 되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

다.

본 공공정책 제안은 연세대학교와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활동의 일환으로 진

행됐다.

박시온 청소년 기자

The Malmoi Team (Teacher Lee 

Kyun-ho), which consists of students 

Park See-on, Jo Ye-jin, Kang Han-

na, and Jo Hyun-jin, who are second 

graders at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designed and proposed 

public policie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 youths through their 

experiences as multicultural students in 

Belgium,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States. 

 A new public polic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was designed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problems related with 

existing policies, making alternative 

policies, and planning public policies by 

utilizing the Project Citizen program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social 

problem solving. The Malmoi team 

began to explore the problem of many 

students and teachers from abroad, or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multi-

cultural experiences abroad, due their 

experience in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hrough interviews and pr ior 

research, they noted the 'language 

gap' issue among the difficulties 

facing multiculturalism. In particular, 

teenagers often communicate in 

group chat rooms, but new words and 

slang used by teenagers that are not 

standard language, cannot be learned 

through Korean education programs or 

dictionarie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adapt to their new environment. 

Jo Ye-jin, who experienced being a 

multicultural student in Belgium, said, "I 

could study hard for school presentations 

and exams, but I felt alienated when 

I hung out with my friends because I 

didn't understand the slangs they used." 

Jo Hyun-jin, who has been a translator 

for multicultural youths such as the 

U.S. and the U.K., said, "While students 

from other developed countries proudly 

introduce themselves as ‘world citizens’, 

multicultural youths from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be reluctant to reveal 

their nationality." 

Kang Han-na, who has experienced 

multicultural youth in the United Arab 

Emirates, said, "There are various 

policies for convergence in the United 

Arab Emirates because about 85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multicultural. 

However, in order for slang-speaking 

teenagers to get closer to each other 

in depth, they need to understand the 

language they use in their daily lives," 

she said, calling for a delicate policy just 

for teenagers. 

 The Malmoi Team has been active for 

about five months since the creation of 

the map for interested parties.  

The youth Malmoi team extracted 

"the language gap - alienation, low self-

esteem" as keywords for multicultural 

youths' difficulties in adapting to Korea, 

and devised a plan to allow multicultural 

youths to feel social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belonging to Korean society. A 

'Consumer-participating Public Policy 

Design Method' was proposed in which 

policy consumers can directly participate 

in policy design.  

I n t e r v i ews  f o r  mu l t i cu l t u r a l 

participants in Pakista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language education 

expert Nam Yu-ri, World Vision Division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형 공공정책 방식을 제안한 대원외고 청소년 말모이 팀

▲ 이해관계자 맵 작성부터 5개월여 기간동안 활발히 진행된 청소년말모이 팀 활동.

▲ 파키스탄, 미국, 영국 등 다문화 대상자 인터뷰와 언어교육 전문가 남

유리님, 지원기관 월드비전 부문장 전영순님, 정책연구가 최미경님 등 이

해관계자 인터뷰.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Youth Malmoi Team Proposes 
Participation-type Public Policy for Multicultural Youth 

▶▶▶ 19면으로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사람과 뉴스 │ 2020. 11. 3 19

Manager Jeon Young-soon, 

Policy Researcher Choi Mi-

kyung, etc. 

P a r k  S e e - o n ,  w h o 

deve l oped  the  You th 

Language Filter app as an 

example of a consumer-

participating public policy 

design method, said, "It is 

an app that automatically 

translates new words or 

slang used by teenagers 

life into understandable 

Korean.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app is 

that it allows teenagers 

to upload additional new 

words. This allows multi-

cultural teenagers who are 

consumer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nd feel a sense 

of belonging, responsibility, 

and pride as creators. 

To develop this app, we 

have conducted gatherings 

of certain phrases used 

by teenagers across the 

country and abroad. When 

designing policies, we were 

able to learn how to find 

realistic needs through 

direct  communicat ion 

between consumers and 

stakeholders, and we want 

to do something that will 

help society in the future 

through this method," she 

said in a positive note of 

the Project Citizen program. 

The Malmoi team plans 

to continue its activities 

to make a practical public 

policy by proposing the 

"Youth Language Filter 

app" to public organizations. 

This will support agencies 

related with supporting 

multicultural youths. 

T h i s  p u b l i c  p o l i c y 

proposal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Youth Social 

Participation Presentation 

C o n f e r e n c e  h o s t e d 

by  Yonse i  Un ivers i ty 

and Korea Democracy 

Foundation. 

영문번역 : 조예진 Jo Ye-jin

由大元外国语高中2年级学生
朴施温、赵艺珍、姜汉娜、赵
铉辰组成的青少年口语小组（指
导教师李均镐）从比利时、阿联
酋、美国等国家作为多文化学生
经历过的本人的经验和翻译志愿
服务活动中接触的多文化青少年
解决困难的公共政策的直接需求
者青少年的立场上设计并提出了
建议。

对于社会问题的解决，利用促
进市民参与的"Project Citizen"项
目，通过提出问题、对策政策、
公共政策、实行计划等过程，设
计了旨在解决问题的新的公共政
策。 青少年马尔莫伊小组根据
所属学校外国语高中的特性，有
很多从海外来的学生和教师，还
有直接从海外体验过多文化的学
生，在这些人适应社会的时候会
经历很多困难，因此开始研究问
题。 通过采访和先行研究调查，
我们注意到了多文化所经历的困
难中的"语言差距"。 特别是青少
年，经常在聊天群中进行沟通，
不是普通话的青少年使用的新造
词、隐语无法通过韩国语教育程
序或词典进行确认，学习起来
非常困难。 在比利时经历多文
化青少年的赵艺珍（音）学生表
示:"学校课程发表和考试时，通
过努力学习可以成为奖学金获得
者，但是平时和朋友们在一起的
时候，因为不懂他们使用的隐语
而感觉疏远"，"多文化青少年的
翻译活动，赵铉镇学生说:"来自
美国、英国等发达国家的多文化
青少年自尊心很高，但是来自欠
发达国家多文化青少年的自尊心
却比较低。" 在阿拉伯联合酋长
国经历过多文化青少年的姜汉娜
（音）学生说:"阿拉伯联合酋长
国85%的人口由多文化组成，因
此为了融合，存在多种政策。 但
是为了让经常使用隐语的青少年
们更加亲近，需要对青少年日常
生活中使用的语言进行理解。"

青少年马尔莫伊小组作为多
文化青少年适应韩国的困难关键

词，提出了"因语言差距引起的-
被疏远感、低自尊感"的方案，
并提出了让多文化青少年成为主
体，感受社会责任感和对韩国社
会的归属感的方案。 提出了政
策需求者可以直接参与政策设计
的"第四次产业革命时代需求者
参与型公共政策设计方式"。 

作为需求者参与型公共政策
设计方式的例示，开发青少年语
言过滤软件的朴恃穩学生学生表
示:"这是青少年输入日常生活中
使用的新造词、隐语后，可以自
动翻译成容易理解的韩国语的应
用程序。 该应用中最主要的是让
青少年们能够追加上传新造词。 
这是需求者多文化青少年直接参
与的，可以感受到所属感和责任
感，还有作为原创化妆师的自豪
感。 为了开发这个应用程序，
以全国和海外为对象进行了青少
年语言交流，在设计政策时，通
过直接需求者和利害关系者的沟
通，可以学到寻找实际需要地点
的方法，希望通过这种方式，今
后做对社会有帮助的事情。" 

借此表示 'Project Citizen' 节
目的积极性。

青少年马尔莫伊小组计划向多
文化青少年支援相关公共机关和
支援机关提议"青少年语言过滤
软件"，使活动成为实质性的公
共政策。

本公共政策提案是延世大学和
民主化运动记念事业会主办的青
少年社会参与发表大会活动的一
环。

중국어번역 : 송루텅 宋陆腾
(대원외고 재학 중국인 학생)

提议多文化青少
年参与型公共政
策方式的大元外
国语高中青少年
马尔莫伊组

▶▶▶ 18면에서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

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

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

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

으로 노력해왔으며, (무인비행장치 활용 

지적재조사 추진계획 수립(’16), 지적재

조사 드론 적용 실험사업(’16) 및 시범사

업(’17), 드론 운용 매뉴얼 마련(’17), 드

론 확산 실험사업(’19) 등) 지적재조사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지적

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

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

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

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북한 접경 비

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

면 일대 1만 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

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

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

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

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

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

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

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 원의 지적

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

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

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

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

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

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

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국토

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의 촉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

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

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수연 기자

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드론으로 한눈에’
여의도 21배 면적의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펀치볼 지역 정식 명칭은 해안분지(亥安盆地)이지만 펀치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한국전쟁 때의 격전지로 외국 
종군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화채 그릇(Punch Bowl)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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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 모델 패션 컬렉션이 라마다

호텔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10

월20일(화) 개최됐다. 글로벌 코리아 모

델 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는 패션쇼이

자 독거노인을 위한 자선 패션쇼로 4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과 글로벌 코리아 협

회 임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고, 입장

료와 자율 총 수익금은 강남 시니어 플

라자에 기증될 예정이다. 

제1회 글로벌 코리아 모델 콘테스트 

참가자 43명 중 13명이 이번 패션쇼에 

참가했다. 김로희, 김영주, 김혜신, 김민

영, 노장덕, 유현식, 윤순희, 김환희, 문

옥임, 김정수, 김영환, 유금주, 김미애 등

이 있다.

뮤잿즈 디자이너의 의상 협찬으로 만

들어진 이번 패션쇼의 취지는 시니어 모

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회, 

그리고 입장료 수익금 기부를 통한 독거

노인 돕기 활동으로 많은 시니어어드 꿈

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

고 싶다는 이영지(글로벌 코리아 모델 

협회 회장) 회장의 희망 메시지가 전달

됐다. 

이영지 회장은 식스티 플러스라는 시

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열어 많은 시니어

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더 나아가 패션

쇼 무대나 방송 출연 등의 일자리 창출

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즈 모델의 영역

을 확대하여 이번 패션쇼를 계기로 키즈 

모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글로벌 코리아 모델 협회는 제1회 

글로벌 코리아 모델 콘테스트를 성황

리에 마쳤고, 제2회 글로벌 케이 모델 

콘테스트(대회명 변경)를 11월 30일

에 앞두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5세부

터 70대 시니어 모델까지 다양한 영역

의 모델을 선발하여 20대부터 70대까

지 각 우승자들은 2021년 Ms. World 

International 미국 대회에서 각국 우

승자들과 경합을 펼치게 된다. 전 연령

대의 모델을 선발함으로 인해 한국의 

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최종 목표

인 이회장은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글로벌한 기업을 만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오치훈 기자

글로벌 K 모델 패션 컬렉션 개최
이영지 회장, 시니어 모델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회 제공

입장료와 자율 총 수익금은 전체 독거노인을 위한 강남 시니어프라자에 기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

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

홍)은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이승열)

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인

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11월 2일

(월), ‘2020 헬로, 케이!(Hello, K!)’ 두 

번째 주제 영상 ‘우린 포기하지 않아

(We Never Quit)’를 온라인으로 공개

한다.

해문홍은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

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으로 공연과 문화 영상을 볼 수 있는 

‘헬로, 케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

월 2일, 한국 전통음악으로 감동을 안

겨준 첫 번째 주제 영상 ‘한국으로부

터의 위로’를 공개한 바 있다. 

두 번째 주제 영상은 케이팝 춤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5가지 체험 콘텐

츠로 구성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

마이트(Dynamite)’, 있지(ITZY)의 ‘낫 

샤이(Not Shy)’, 트와이스의 ‘모어앤

모어(More&More)’,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등 전 세계

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춤 5가지를 

360도 카메라로 실감 나게 촬영해 외

국인들이 쉽게 동작을 따라 할 수 있

도록 만들었다. 온라인 체험자들은 직

접 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문화예술의 불굴의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주제 영상, <어메이징 아리

랑> 콘텐츠 유튜브 조회 수 10만 회 

넘어

한편 첫 번째 주제 영상 ‘한국으로부

터의 위로’ 중 우리 민요 ‘아리랑’과 스

코틀랜드의 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를 편곡해 소개한 <

어메이징 아리랑> 콘텐츠는 유튜브 조

회 수가 10만 회가 넘는 등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

게 큰 감동을 전했다.

‘헬로, 케이!’ 영상은 공식 누리집

(https://hellok.kr)과 누리소통망(유

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볼 수 있다. 

해문홍 정책 담당

자는 “‘헬로, 케이!’ 첫 

번째 주제 영상이 한

국 전통음악으로 따뜻

한 위로를 전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들이 케이

팝 춤을 배우고 즐기

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 포기하지 않고 앞

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박지호 기자

케이팝 춤,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헬로, 케이!’ 두 번째 주제 ‘우린 포기하지 않아’, 실감형 교육콘텐츠 공개

‘헬로, 케이!’ 영상

유튜브 https://www.

youtube.com/c/

hellok/,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

com/2020hellok



출 간 사람과 뉴스 │ 2020. 11. 3 21 

오랜 공직생활 경험으로 풀어낸 장자- 

대한민국 리더들의 필독서

장자에서 가려 뽑은 고전의 생명력은 

늘 현실의 삶을 말하고 있기에 읽는 이

의 입장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기도 하

다. 이 책은 30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장자 읽기에 녹아내고 있어 시대가 요구

하는 공직자상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 덕

목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장자 새롭게 

읽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추천글

오랜 공직생활 동안 책향(冊香)이 드

리워진, 늘 곁에 두고 싶은 책이 필요하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김해영 박사

의 신간 『장자 강의』는 요즘처럼 혼탁

한 세상에 딱 어울리는 책이라 여겨집니

다. 현실에서 흔히 논하는 시비(是非)와 

선악(善惡), 미추(美醜), 화복(禍福), 길흉

(吉凶), 생사(生死) 등은 둘이 아닌 하나

임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장자의 주장

은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곁에 두고 삶

의 철학으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박동훈_ 제10대 국가기록원장, 전, 청와대 행

정자치비서관 

시대를 함께 고민하는 친구, 김해영 위

원장의 신간 『장자 강의』는 현실의 삶

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증과 고통을 시

원하게 풀어주는 청량제와 같은 책입니

다. 안식처를 일러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시대의 리더들에게 일독을 권

합니다.

박수영_ 국회의원,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노동운동을 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

이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김해영 박사는 “눈만 뜨면 이욕에 눈이 

멀어 날뛰는 그런 삶을 경계하라.”고 강

조합니다. 동의합니다. 명예와 계급, 도덕

적 권위 등을 초월한 절대자의 삶이 시대

에 꼭 필요합니다. 사회 지도층, 특히 노

동운동가들도 이런 삶이 요구됩니다.

이충재_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산다는 건 시작도 끝도 경계도 없습니

다. 그럼에도 가다가 멈추기도 돌아보기

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잘 살고 있는

지 화두를 던지며 성찰해야하지요. 그러

면 아하! 그렇구나! 해답이 보이지요. 그

런 구도(求道)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박사 김해영이 바

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철학을 

통해 교분을 나누면서 진리를 논하던 장

자의 이야기를 상재(上梓)했지요. 묵직

한 울림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모쪼록 

장자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녹아

들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홍승표_ 시인, 제6대 경기관광공사 사장

득실(得失)에 연연하지 않고, 정(情)에

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비(是非)가 없

어 도를 잃지 않고, 피차(彼此)의 구별

이 없어 만물을 동일시(同一視) 했습니

다. 무심(無心)에서 천균(天均)에 이르는 

장자의 도(道)는 그래서 무위자연(無爲

自然)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도가 세상

에 행해질 때 혼탁한 세상은 가고 참 세

상인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즉 ‘어떤 

인위(人爲)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세계’

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현구_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초빙교수, 

『동양철학에세이』 공저자 

박명오 기자

저자 김해영

196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생. 강원도 화
천에서 자랐다. 중・고등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 학사・
석사・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대학교 정
치대학원ㆍ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박사를 
졸업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수원시민주공무
원노조 위원장,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부
위원장, 홍재사상연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사서강의』, 『공직자, 논어를 
읽다』, 『지금은, 정조를 읽어야 할 시간』, 
『삼서강의』(이상 안티쿠스), 『고사성어로 
철학하다』, 『팔랑개비, 세상을 날다』, 『손
에 잡히는 철학』, 『변화와 희망을 위한 에세
이』(이상 문화문고) 등이 있고, 편저로 『인
간행동이론』(부크크)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
로는 『정조의 효치사상 구조』, 『효치사상
의 연원과 한국적 전개』, 『정조의 효치와 사
회복지 구현』 등이 있다. 주로 철학과 사상에 
관한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9월 洞마을복

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

동) 정책사업 25개구 전 자치구 실시로 

강남구는 4단계 2018년 6월 6개동 시범

동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22개동 전동 

확산 실시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과거의 행

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내방하는 주

민 민원 응대를 넘어서 직접 주민과 함

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동 행정의 

변화를 실시하여 이웃의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편복지. 건

강. 돌봄과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자치력을 키우는 

생활 최소 행정의 동단위 주민 삶의 질

을 향상을 위한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

을 민주주의 실현하는 과정이라 하겠

다.

찾·동 전담 직원으로는 동센터내에 

찾동의 리더 우리동네주무관 1호 동장

이하 전 직원의 우리동네주무관이 통담

당을 대체하였으며, 복지플래너, 복지상

담전문관,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마을

기능강화 주민자치 담당 등 충원되었으

며 사업 분야별 주민에게 찾아가는 촘촘

한 복지 관계망, 방문 건강안전망, 마을

공동체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복지 생태계 체계마련을 위한 22개 전동

에 110여명의 인력배치가 됐다. 

2019년 6월부터 시-구-동간의 연계 

체계 정립을 위한 강남구 추진지원단

으로 단장1명, 단원2명을 구성.운영하

고 있다. 이에 시-구 찾동 정책기조 유

지와 찾동 추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민간 네트워킹 및 민·관 거

버넌스 협력 체

계마련, 마을분

야의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이

웃만들기 사업, 

골목만들기 사

업 협력 등과 복지 

분야의 나눔이웃사

업 운영지원, 통합사

례관리 지원, 협의

체 간담회 지원, 건

강분야의 방문건강

사업과 주민건강 리

더 발굴로 지역돌봄 건강공동체 활성

화, 찾동 핵심이슈 중심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문

제 해결 사례전파 등의 주요 역할과 강

남구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사업 협력

에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공간개선 사

업은 주민중심의 동주민센터 공간 개

선으로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주민의 공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속 

쉼, 만남, 즐김으로 마을 커뮤니티 중심

으로 채우는 공간과 소통의 장을 위해 

2019년 하반기까지 22개동 전면 실시

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한 온.오프 방

식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는 적극행정과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의 장을 마련하

고 있다.

유광태 기자

강남구「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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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인 걸그룹 에스파(aespa)의 첫 

단체 이미지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에스파는 31일 새벽 0시 각종 SNS 공

식 계정을 통해 카리나(KARINA)부터 

지젤(GISELLE), 윈터(WINTER), 닝닝

(NINGNING)까지 4인 4색 매력을 담은 

단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에스파는 ‘Avatar X Experience’(아바

타 X 익스피리언스)를 표현한 ‘æ’와 양면

이라는 뜻의 영단어 ‘aspect’(애스펙트)

를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자신의 또 다

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에스파는 지난 28일 정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티저 영상 ‘MY, 

KARINA’(마이, 카리나)를 공개, 미래 세

계를 연상케 하는 역대급 세계관을 예고

해 이목을 사로 잡았다.

제1회 세계문화산업포럼(이하 WCIF)

에 한국 문화계 대표 인사로서 참석

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28일 유튜

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제1회 WCIF

에 참석, ‘코로나19 이후 세계 엔터테인

먼트 산업의 미래와 Culture Universe'

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쳐 포럼에 참석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 및 아티스

트,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 기

후 변화 등 인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격동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거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

럼 미래 세상은 셀러브리티와 로봇의 세

상이 될 것”이라며, “앞서 미래 엔터테

인먼트 세상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으로 

SMCU(SM CULTURE UNIVERSE)를 언

급한 바 있는데, 곧 미래 엔터테인먼트

의 시작을 열게 될 SMCU 첫 번째 프로

젝트로 신인 걸그룹 에스파를 선보인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에스파는 셀러브리티와 아바타

가 중심이 되는 미래 세상을 투영해, ‘현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초월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의 그룹으

로 탄생할 것이다. 

기획 단계부터 혁신적이고 강력한 스

토리텔링이 있는 세계관을 만들면 어떨

까 생각했고, 앞으로의 콘텐츠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전달하며, 어떻게 세계

관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승부라고 

생각한다. 

상징과 메타포로서 해석되는 세계관

이 아닌 전혀 새로운, 아주 매력적인 캐

릭터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 이 스토리가 아티스트

와 음악을 표현하는 필수 요소이며, 성

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에스파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그들의 음악과 가사, 그리고 MV를 포

함한 영상 콘텐츠 등 모든 IP(지식재산

권), 비주얼, 퍼포먼스 외에도 매력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현실 세계 속 멤버 카

리나가 가상 세계 속 자신의 아바타 

아이-카리나(ae-KARINA)와 ‘싱크

(Synk)’라는 연결 신호를 받고 소통을 

시작하며 단짝 친구 ‘마이(MY)’가 되는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에스파의 스토리텔링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과 가상의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 소통

하고 교감하며 성장해가는 스토리텔링

을 가지고 있다. 

‘현실세계’의 멤버들과 ‘가상세계’의 

아바타 멤버들, 그들의 곁에서 서포트해

주고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가상세계’ 속

의 신비로운 존재들이 그룹의 멤버로서, 

현실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신개념 그룹이다. 

‘현실세계’ 멤버들과 ‘가상세계’ 멤버

들이 서로 다른 유기체로서 AI 브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조력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각자 

세계의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세계를 

오가는 등 지금까지는 만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스토리텔링을 선보

일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기

조연설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

계가 팬데믹에 빠졌고, 오프라인을 기반

으로 한 공연이나 이벤트가 모두 취소되

면서 문화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속에

서 새로운 돌파구를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작년(2019

년)부터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심을 두

고, 준비해오고 있었기에 저와 SM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Beyond LIVE’를 선보이게 되었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이자 공연 시장

인 미국 헐리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SM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

한 공연이어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로 전 세계 문화계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건 평소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대한 꾸준한 관심

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정관

념을 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온라인 

공연을 비롯해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다

양한 형태의 공연으로도 시야를 넓혀왔

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현실세계’의 

멤버들과 똑같은, 우리가 모르는 ‘버추얼 

세계’에서 스스로 아바타가 탄생되는데, 

‘현실세계’의 멤버들이 처음으로 아바타

를 만나게 되는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오

픈할 것이다. 

 ‘Beyond LIVE’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

료 공연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한 다양한 온

라인 공연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앞으로도 ‘Beyond LIVE’를 전 세

계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공

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안근학 기자

SM 신인 걸그룹 에스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초월한, 신개념 그룹 탄생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열게 될 SMCU의 첫 프로젝트

가상 세계 속 자신의 아바타와 소통 시작 

▲ 첫 번째 멤버 ‘윈터’(WINTER)

▲ 두 번째 멤버 카리나(KARINA)

▲ 네 번째 멤버 지젤(GISELLE)

▲ 세 번째 멤버 닝닝(NINGNING)



색 이미지와 한식, 화장품, 의상, 드라마 

명장면 등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며 한

국문화의 매력을 연출할 계획이다. ‘비대

면 드론쇼’는 11월 8일(일) 유튜브 채널 

‘한국문화축제’에서 공개하며, 매주 일

요일 방송되는 케이팝 공연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관광 거점

도시를 배경으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

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한류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출연

진은 공식 누리집(www.kculturefestival.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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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거점도시와 연계한 ‘2020 한

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 행사

가 11월 2일(월)부터 29일(일)까지 온라

인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

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 이하 진흥원)과 함께 잠재적 방

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

성화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 함께 만나서 

한국문화(K-컬처)를 즐겨봐요’라는 구

호 아래, 목포, 전주, 강릉, 안동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상품을 소개하고 

인기 가수 50여 개 팀이 참여한 ‘케이팝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침

체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온라

인 판매 특별전 ‘한류문화장터(K-컬처 

마켓)' 등을 운영한다.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비대면 지역관광 

체험, 지역 명소를 세계에 소개

먼저 한류스타가 직접 4개 도시를 여

행하며 그 지역의 음식, 관광지, 이색문

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가

(go)드림’이 한류팬들을 찾아간다.

▲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과 

산하, 가수 황치열이 목포의 대표 문화

유산을 찾아가서 체험하고, 제철 식자재

를 이용한 목포 9미를 소개한다. ▲ 전

주에서는 패션의 상징으로 불리는 제시

와 티파니 영이 특별손님인 이상봉 디자

이너, 모델 송해나, 유리와 함께 한복의 

맵시를 이야기하며 우리 옷을 소개할 예

정이다. ▲ 생기발랄한 그룹 모모랜드의 

주이와 혜빈은 가수 황치열과 함께 드라

마 명장면을 재연하며 드라마 촬영지로 

자주 선보인 강릉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 안동에서는 세계적인 안무팀 저스트

절크, 아이돌 ‘몬스터엑스’의 기현과 민

혁, 가수 황치열이 하회탈별신굿을 재해

석한 창작 안무를 배워보며 화려한 한국

의 춤사위를 선보인다.

‘가드림’은 매일 오후 6시, 유튜브 채

널 ’한국문화축제’와 ‘에스비에스(SBS)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

이 제한된 국내외 한류팬들의 여행 욕구

를 해소하고 수도권 중심의 관광을 벗어

나 지역관광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일요일에 만나는 집콕 공연, 예

성(슈퍼주니어-케이아르와이) 등 40여 

개팀 출연

지역관광 거점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케이팝 공연은 11월 8일부터 4주간 매

주 일요일 00시 5분부터 70분 동안 방송 

채널 에스비에스(SBS)와 유튜브 채널 

‘한국문화축제’, ‘스브스케이팝(KPOP)’, 

‘코리아넷’에서 볼 수 있다.

▲ 목포에서는 골든차일드, 나태주, 남

진, 박현빈, 숙행, 에버글로우, 위아이, 

윤수현, 조정민 등이 1900년 초반 희로

애락을 노래하며 대중과 함께했던 트로

트를 최신 유행곡들과 함께 공연한다. 

▲ 한식, 한복, 한지 등 한국의 전통문화

가 흐르는 고장 전주에서는 러블리즈, 

로켓펀치, 루나솔라, 송가인, 송소희, 엔

시티 유-메이크 어 위시(NCT U-Make 

a Wish), 이날치, 정세운, 치타, 펜타곤 

등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함께 즐

길 수 있는 무대를 펼친다. ▲ 한류 드라

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강릉에서는 가호, 

김태우, 드리핀, 린, 벤, 윤하, 위키미키, 

시아이엑스(CIX),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OMORROW X TOGETHER), 티오오

(TOO) 등이 드라마 주제곡(OST)을 바

탕으로 한국문화축제 분위기를 고조시

킬 전망이다. ▲ 안동에서는 한국 탈춤

의 본고장의 특색을 살려 강다니엘, 더

보이즈, 오마이걸, 온앤오프, (여자)아이

들, 에이프릴, 엔시티 유-프롬 홈(NCT 

U-From Home), 예성[슈퍼주니어-케

이아르와이(K.R.Y.)], 위아이, 티오오

(TOO) 등 아이돌 그룹이 화려한 춤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한류문화장터’와 특별함이 있는 ‘비대

면 드론쇼’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한류문화장터’ 

특별전도 온라인 상품판매 누리집 ‘인터

파크(Interpark)’에서 열린다. 지역 관광

지 할인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비롯해 간

식, 전통 공예품, 생활용품 등 지역 특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비대면 드론쇼’도 

펼쳐진다. 드론 300대가 대중음악의 특

11월엔 온라인으로 관광 거점도시 떠나요

쪽빛바다와 함께 걷는 길, 남파랑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

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

영배)는 10월 31일(토) 해남 땅끝마

을에서 ‘남파랑길’을 개통한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1,470km 개통

남파랑길은 ‘남쪽의 쪽빛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란 뜻으로 부산 오륙

도에서 시작해 해남의 땅끝마을까

지 연결된 총 90개 구간, 걷기여행길 

1,470km이다. 각 지역의 마을길, 숲

길, 해안길과 함께 지역의 주요 문화

관광자원을 연결해 남파랑길을 걷

다 보면 남해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함께, 대도시의 화려함, 농어촌마을

의 소박함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남파랑길은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구

간으로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

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한 걷기 여

행길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는 해파랑길을 조성하고 운영한 경

험을 살려 2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

성된 지역협의회와 걷기여행길 전

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남파랑길 조성사업을 추

진했다. 2017년 노선조사를 시작으

로 2018년 노선안 확정, 남파랑길 

명칭과 상징물 확정, 2019년 안내체

계 정비, 2020년 최종 점검을 거쳐 

4년간의 노력으로 결실을 거뒀다.

특히, 남파랑길은 광역 지방자치

단체 3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23

곳에 걸쳐 있어 여행객들이 분산되

고 비대면 여행지가 확충된다는 점

에서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는 국

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남파랑길 소

개와 노선 정보 제공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걷기

여행 안내 ‘두루누비’ 누리집(www.

durunubi.kr)과 ‘두루누비’ 응용프

로그램에서는 남파랑길 전체 90개 

구간에 대한 상세내용과 위치정보

시스템(GPS) 기반 노선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주요 관광안내소에는 

걷기여행자들의 편의성과 지역관광

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의 맛집과 

카페 정보 등을 포함해 제작한 지도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다.

전정희 기자

10. 31. 남파랑길 개통으로 비대면 여행지 늘어나

11. 2.~29. 목포, 전주, 강릉, 안동을 매주 1곳씩 여행하는 ‘한국문화축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의 영상 속 그곳을 한류스타와 함께 즐기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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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곧 서정타워 2차 분양 임박!
031) 681-7117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예약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