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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고, 

영화표를 예매하고, 쇼핑을 하고, 자신

의 일상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는 모습은 지금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

각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

만 스마트폰 이전 시절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듯 서로간의 의

사소통이 주목적이었던 전화는 휴대할 

수 있는 이동전화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 주된 목적을 넘어 콘텐츠를 소비하

게 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디바이스

가 되었다.

자동차 또한 단순한 이동수단의 목적

을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

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키워드

로 발전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뿐만 아

니라 글로벌 IT 기업들도 스마트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미래형 자동차의 두 축은 '친환경차'

와 '스마트카(Smart Car)'이다. 전기차

와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분야를 이끌고 

있다면 '스마트카'의 핵심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기술이다.

쉽게 말해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이

고, 수소차는 수소로 움직인다’ 라고 생

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공통

점이지만 전기를 얻는 방법에서 전기차

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2차전지를 

이용하지만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 이용하

는 연료전지가 쓰인다.

스마트 카(Smart Car) 란? 

첨단 기술의 컴퓨터 · 통신 · 측정기

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뜻하며, 주변의 교통정보 

삼성전자, 2022년 하반기 평
택 3라인 완공, 최첨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축제와 전시, 포럼까지 이제 
메타버스로 초대하세요!

MZ세대 사로잡는 이색 컬래
버레이션 마케팅

색다른 쇼핑과 예술의 경험
을 선사할 파피에르 [고덕] 
상가분양

3d 프린팅할 때는 어떤 프로
그램으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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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집대성한 
스마트카 시대가 현실로

▲ 스마트카 차량 외부에 많은 수의 카메라가 장착, 차 안에도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표시된 이미지.

▶▶▶ 2면으로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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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 정보,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코스를 정밀한 지도로 안내해 주는 등 

자동 운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탑승자에

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정의 출처 : 최신 시사경

제 용어 사전, 2017, 기획재정부

운전자의 별도 조작이나 간섭 없이 자

동차가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고, 운전

자는 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 운전자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볼 법한 이상적인 일일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완

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삶이다.

사람의 조작 없이 차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업계 간 경쟁과 함께 

이미 개발이 '4단계'에 진입했다. 미국자

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의 단계를 총 여

섯 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레벨 0은 자동화 기능 없이 운전자

가 항시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낮

은 단계를 말한다. 최고 단계인 레벨 5

는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운전자는 전 구간의 주시가 불필요하며,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이기에 아직

까지 이 기술에 도달한 업체는 없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스스로 주행을 

한다’는 말이다. 즉, 운전자의 개입이 필

요 없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만큼 

복잡한 도로 사정을 다 꿰뚫어야 하는 최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탑재되야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변화를 살

펴보자. 현재 ‘무인 주차’는 이미 현실화

가 됐다. ‘초보 운전자’들의 삶의 질이 조

금이나마 나아진 것이다. 하지만 고작 

‘주차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정도에서 멈

추지 않는다. 무인주차 기술이 발전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사라진다. 주차

장은 마을이나 도심 외곽에 몰아놓는다. 

사람은 집 앞에서 내리고 무인주차 버튼

만 누르면 된다. 이는 도시 구조를 바꾸

게 된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이미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를 전제로 도시 설계를 

다시 짜고 있다. 이동 시간도 줄어든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커넥티드 

카’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도시 내 차량들의 움직임은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머신 러닝’ 프로그램이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교통체증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

다. 교통체증이 사라지면 자원 낭비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줄어든다. 전문

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람

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망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차량 소유의 개념도 바뀔 전망이다. 

‘우버’식 차량 공유가 자율주행과 합쳐

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개인 대중교통’ 시대다. 사람들은 차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불러 쓴다. 차

는 집, 사무실과 연결된 하나의 업무 및 

레저 공간이 된다. 차 안이 또 다른 삶

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사

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도 

크게 좋아진다. 차가 집에서 멀어지면 

집안 가전기기들이 자동으로 절전 모드

4차 산업혁명2

발행·편집인 안근학  대표·서울취재본부장 박용우  편집국장 오치훈  편집부국장 곽재근  편집부장 송진철  

대기자 이동언  제2사회부장 전정희  사회문화부차장 안수연  편집부기자 이규민  지역본부장 손정현(부산) 

최정직(충청) 성윤모(호남) 이수진(충남) 민희윤(제주) 신지훈(경남) 장평규(울산)  국방전문기자 윤원식

기자 박지호 박명오 이지현 안인학  르완다특파원 권혁표  몽골특파원 홍연화 박소영 | 인쇄인 (주)대인프린테크 

대표전화 1668-4924 | FAX 050-4029-9068 | 광고·구독 1668-4924

등록번호 경기,다50659 | 제1호 2019년 2월 28일 | 발행처 / 사람과뉴스 신문사

후원계좌 / 농협 302-1349-0285-31(사람과뉴스 안근학)

www.pnnews.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로 바뀌고 난방도 꺼지는 식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량용 센서를 

만드는 이스라엘 모빌아이의 암논 샤수

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

차는 궁극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라며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올 것이다”고 강

조했다. 자율주행차에는 수많은 센서가 

달린다. 차량 사방에 많은 수의 카메라

가 달릴 것이고, 차 안에도 승객의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달리게 된다.

지난 3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

을 개최했다. 이 사업단은 4개 부처가 올

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이 사업을 총괄 기획/관

리하고 사업 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

화 촉진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7

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

반 완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조974억 원(국비 83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

업이다. 차량융합 신기술, ICT(정보통신

기술)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

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

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

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은 다양한 부처가 협업해 막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

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양산과 미

래차 뉴딜의 핵심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민/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에 맞

는 주행 환경 데이터 학습 및 소프트웨

어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자율주

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전 검증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 기준과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2027년에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

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스마트카 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

명의 주축(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이

루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필요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스마트 인프라 기술

은 각종 부품, 센서, 통신 분야등과 함께 

융합기술로 발전하면서 향후 자율주행 

5단계의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기술을 진보시켜 나

갈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적

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

한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

벌 업체들의 스마트카 시장

에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에 따

른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사회문화의 변혁은 

또 다른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치훈 기자

▶▶▶ 1면에서 이어집니다.

▲ LG전자, 세계3위 마그나와 손잡고 '전기차
부품'사업날개

▲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

▲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차 지도 생성 기술을 선보였다.(CES 2021 홈페이지 캡처)

▲ 메르세데스벤츠가 CES2021에서 플래그십 순수 전기차 IX에 
탑재될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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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 적극 환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삼성전

자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에 대

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경쟁과 품

귀현상 속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산업 분

야, 안보 국방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발

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인

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무엇

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택캠퍼스는 최첨단 세계 반도체 클

러스터로 2017년 1라인, 2020년 2라인

에 V낸드플래시 메모리 등을 생산 중이

며,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3라인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전초기지로 반

도체 클러스터 핵심 벨트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

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삼성 평택캠

퍼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의 발빠른 증설

계획에 맞춰 용수, 전력, 가스 등 시설 

공급을 위한 삼성 및 관계부서와 T/F팀 

및 정기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통

한 주요 현안을 처리해 왔다.

삼성 평택캠퍼스 전력공급은 송전선

로 공사 중 송전탑 설치에 따른 비행안

전구역 저촉과 관련 공군작전사령부와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한 미군과의 긍

정적인 의견을 도출했으며, 가스공급은 

3라인 완공시점에 맞춰 적기 공급에 차

질이 없도록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공업용수는 별도의 T/F팀을 구

성 매주 긴급회의를 실시해 공사 및 인

수인계 과정에서 신속한 현안 해결 등 

당초 공급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 

공급에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평택캠퍼스 향후 라인 건설을 

대비해 용수, 전력, 가스 등 각종 기반시

설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급될 수 있

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

다.

또한, 평택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

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고덕면 

일원에 반도체 협력사, 연구시설, 기술

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반

도체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첨단복합 일

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일동 일원에 조성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유

일의 대학교 신설 가능 부지를 보유한 

산업단지로써 대학 및 반도체 산학연구

소 유치 등을 통해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연구, 컨설팅 등 최고 수준

의 반도체 허브 공간을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전정희 기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13일 평택캠퍼스에서 열

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투자 계획, 

133조원에서 171조원으로 확대

시스템반도체 리더십 조기 확보를 위

해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133조원의 투자계획에 38조원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71조원을 투자

하고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생

산라인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2019년 4월 정부는 삼성전자 화성사

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해 종합 반

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

혔다. 삼성전자는 이때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하며 133조원 투자계

획을 발표했다.

비전 선포식 이후 지난 2년간 삼성전

자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 기업과 팹리

스,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업

체, 우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학계 등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

의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며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졌다.

최근 모든 산업영역에서 전례 없는 반

도체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각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유치

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투자 확대는 ‘K-반도체’

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2022년 하반기 평택 3라인 완공… 최첨

단·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2022년 하반기 완공될 평택 3라인의 

클린룸 규모는 축구장 25개 크기이다. 

현존하는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팹으

로, 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D램과 5

나노 로직 제품을 양산한다. 모든 공정

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의해 전자동으

로 관리된다.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

체 클러스터로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

는 전초기지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

지로서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

망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차세대 D램에 

EUV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또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융합한 

‘HBM-PIM’ ▲D램의 용량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CXL D램’ 등 미래 메모리 솔

루션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초

격차 세계 1위’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

장은 “한국이 줄곧 선두를 지켜온 메모

리 분야에서도 추격이 거세다”며 “수성

에 힘쓰기보다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이 선제적 

투자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과 

지원·투자 강화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상

생협력과 지원∙투자도 더욱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

성을 위해 팹리스 대상 IP 호혜 제공, 시

제품 생산 지원, 협력사 기술교육 등 다

양한 상생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공급

망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업체는 물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 가

능성이 커지고, 많은 팹리스 창업이 이

뤄지며 전반적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되는 부가 효과를 

유발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는 5G, 

AI, 자율주행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은 “지금 대한

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분수령 위

에 서 있고 대격변을 겪는 지금이야말

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의 밑그림을 그

려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크지만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철 기자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에 171조원 투자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시설투자 가속화

▲ 평택캠퍼스 전경 항공 사진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모든 뒷받침 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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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차국헌)

은 기계공학부 최만수 교수팀이 포항

공과대학교 노준석 교수팀과 공동으로 

100나노미터 수준의 3차원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나노 프린팅 기

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Nature)’에 4월 1일 온라인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 기술로 제작 가능한 구

조물 크기의 1/100도 되지 않는 3차원 

나노 구조물을 한 번에 수천 개 이상 제

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폴리머나 잉크를 전혀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며 건식 방

법으로 금속 나노 에어로졸 을 발생시

킨 후 조립해 불순물을 최소화한 초고순

도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불순물의 

포함 여부는 금속의 전도도나 물성의 차

이를 만들기 때문에 금속 고유의 물성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3차원 프린팅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요소 기술이면서 산업 제조 

기술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번 

연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3차원 나노 

금속 구조물까지 실용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제조 기술의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나노 프린팅 기술은 높은 민감

도의 3차원 나노 센서, 집적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3차원 나노 전자소자 등의 

제작이 가능해 기존 소자의 성능을 획기

적으로 올릴 수 있다. 3D 나노 가스 센

서의 경우 기존 2D 필름 타입에 비해 민

감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계산된다.

그뿐만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소자의 구현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

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인위적으

로 설계해 구현하는 메타 물질 의 제작

에는 정교한 3차원 나노 구조물을 어레

이로 만드는 것이 필수인데 연구팀이 발

표한 3차원 나노 프린팅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3차원 나노 프린팅 기

술을 이용해 특정 형태의 3차원 나노 금

속 구조물 어레이를 제작한 후 원하는 

인공 자기(磁氣) 물성을 구현시킴으로써 

미래 신소재인 메타 물질의 실용화를 앞

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미

터 크기의 구멍이 정렬된 비전도성 마스

크와 실리콘 기판이 위아래로 분리된 상

태로 놓여 있는 증착 챔버 안으로 하전

된 나노입자와 이온을 주입하면, 이온이 

먼저 마스크 위에 축적되면서 마이크로

미터 크기 구멍마다 정전기 렌즈를 형성

시킨다. 이 정전기 렌즈를 통해 뒤따라 

도달하는 하전나노입자들을 구멍 중심

으로 집중시켜 100나노미터 수준의 에

어로졸 제트로 집속 시키는 원리를 새로

운 3차원 프린팅 기술에 사용했다.

나노입자의 부착과 동시에 실리콘 기

판을 3차원으로 이송시키면 원하는 형

태의 3차원 나노 구조물을 한 번에 수천 

개 이상 제작할 수 있으며, 마스크 구멍

을 더 작게 만들면 수십 나노미터 이하

의 3차원 나노 구조물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최만수 교수는 

“10여년간 대학원생들과 함께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하는 3차원 나노 프린팅 기

술을 개발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고 이 

연구로 말미암아 혁신적으로 발전할 우

리나라 산업 제조 기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포항공대 노준석 교

수는 “이 3차원 나노 프린팅 기술은 음

의 굴절률, 슈퍼렌즈, 투명망토 기술로 

알려진 메타 물질 분야의 최대 난제였던 

나노미터 수준의 임의 형상 3차원 구조

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 기술로

써 메타 물질 분야의 실용화에 한발 다

가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정현 기자

서울대-포항공대 연구진, 3차원 나노 프린팅 개발해 산업 제조 기술 혁신 기대
100나노미터 수준 3차원 구조물 수천 개 동시 제작, ‘네이처’ 발표

미래 신소재인 메타 물질 개발 등 다양한 산업계 적용 가능

공용·주차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 1000기 추가…완속충전시설 설치도 지원

정부는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0분 내외로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를 구축하는 등 전기차 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

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

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

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

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 계획

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

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

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초

급속 충전기를 보완해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

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해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

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9일

부터 올해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

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도입되고 별

도 전용주차 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

가됐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

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

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

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

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지난달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만 5000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

보를 추가로 공개해 전기차 사용자

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

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

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해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

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

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

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

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

고 말했다. 

박용우 기자

“20분이면 OK”…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해 3차원 나노 구조물 수천 개 이상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나
노 프린팅 구조도

▲ 초급속충전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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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비포

장 도로로 접어든다. 순간 자동차 바퀴

가 커지더니 길을 막은 바위도 쉽게 넘

어간다. 영화나 광고 영상에서 나오던 

트랜스포머 타이어가 국내에서 개발됐

다. 장차 험지를 달리는 자동차는 물론 

화성이나 달을 탐사하는 탐사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접기에서 차용한 설계 기술로 필요에 따

라 모양이 변하며 1톤급 하중을 견디는 

트랜스포머 바퀴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

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차국헌)은 

기계공학부 조규진(인간중심 소프트 로

봇기술 연구센터장) 교수 연구팀과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동 연구팀이 1톤

급 차량에 적용 가능한 트랜스포머 바퀴

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설계 기술과 한

국 타 이 어  연 구

팀의 재료/제작 

기 술 의  합 작 으

로 이뤄진 이 성

과는 가변형 구

조 물 의  새 로 운 

가 능 성 을  제 시

한 연구로 인정

받아 저명한 국

제 저널인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4월 8일 자로 게재됐으며 

4월 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개발된 트랜스포머 바퀴는 포장도로

에서는 작은 바퀴 형태로 변해 안정적

이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비포

장 험로에서는 돌기가 있는 큰 지름의 

바퀴 형태로 변해 높은 기동성을 확보

하도록 설계됐다. 바퀴는 1톤 이상의 하

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지름을 450mm에

서 800mm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기

술은 실내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 우주 

탐사 로버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높은 기동성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접는 행위를 통해 물체의 형상을 변

화시키는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방법은 

일상생활이나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예

술, 교육,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을 받아왔다. 더 나아가 초소형 로봇에

서 우주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

단 기술 분야로 그 활용 범위를 점차 넓

혀가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

한 방식인 직물이나 박막 형태의 재료에 

단단한 판 조각을 붙여 종이접기 구조를 

구현하는 방식은 경첩과 같은 기계요소

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설계 방식에 비해 

제작이 월등히 쉬워 그 잠재력이 높으

나, 내하중의 한계로 인해 그 적용 범위

가 크게 제한돼 왔다.

연구진은 이번 논문을 통해 종이접기 

구조가 고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

는 설계/제조 방법을 제안했다. 종이접

기 구조 중 접히지 않는 면 부분(Facet)

에는 항공기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60계열을 사용해 얇고 가벼우면서도 높

은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접히는 

부분(Foldline)에는, 타이어의 골격부를 

이루는 카카스(Carcass, Textile cord)에 

사용되는 나일론 및 PET 소재를 풀어지

거나 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특수 처리 

후 제조한 직물

을 이용해 큰 하

중에도 전체 구

조를 강인하게 

연결할 수 있도

록 했다.

제안한 종이접기 구조는 전통적인 기

계 관절 방식에 비해 제작, 조립에서 큰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물로 이루어

진 유연한 관절로 외부 충격과 진동에 대

해 높은 내성을 가진다. 또한 복잡한 기

계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무게

는 기존 승용차 바퀴 수준이다. 마찰이나 

먼지 오염에 강하다는 것도 종이접기 방

법의 장점 중 하나다. 부품 간 상대 운동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이 접히면서 움

직이기 때문에 부품 간 마찰이 존재하지 

않으며, 바퀴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품 

사이 먼지 등 오염물질이 끼어 구조가 망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이 연구는 2019년 한국타이어 TNDL

(The Next Driving Lab) 4차 프로젝

트에서 콘셉트가 공개된 후 기술적, 이

론적 보완을 거쳐 완성됐으며 트랜스

포머 바퀴를 위한 차량 설계 및 제작은 

EMVcon 소속 장래혁 KAIST 교수와 

OXK 김흥섭 대표가 담당해 진행했다.

신지훈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메타버스 

Metaverse’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메타

버스’는 온라인 속 3차원 가상세계에 현

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플랫폼이다. 오프

라인 축제나 각종 행사의 대안으로 다

양한 플랫폼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은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실감형 콘텐츠 솔루션을 개발하

는 ‘쇼글’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즐기던 

축제와 전시, 포럼까지 모두 다 가능한 

완성도 높은 국내유일 XR 메타버스 플

랫폼 ‘Engage(이하 인게이지)’를 대안

으로 제시했다. 인게이지는 한공간에 모

일 수 있는 동시 접속자가 70명이며, 전

체 공간에서는 최대 1000명까지 동시

에 활동할 수 있다. 또한, 1200개가 넘는 

IFX(도구모음) 기능으로 행사에 필요한 

물체를 바로 불러낼 수 있다. 

◆줌화면이 아닌 행사장으로 초대하

세요! 

줌으로 진행하던 기념식과 포럼이 메

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다. 식전행

사로 홍보부스 운영과 참석자간의 네트

워킹이 진행되고, 행사장에 입장하면 본 

행사에 참여 가능하다.

사회자의 안내와 오프닝 공연 및 다양

한 브릿지 공연도 진행 가능하며, 크로

마키 촬영기법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던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도 기념식에 참

석 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는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참석자와 자유롭

게 질의응답 할 수 있다. 

◆축제공간이 가상 입체 공간으로 확

장된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관람객이 모여 즐

기던 축제도 인게이지 공간으로 들어온

다. 오프라인에서 즐기던 체험과 공연, 이

벤트까지 메인 스페이스(Main Space) 공

간과 각각의 콘텐츠 룸(Contents Room)

에 마련되며 입장하는 관람객 인원에 따

라 카피 스페이스(Copy Space)로 공간을 

늘려 나갈 수 있다. 각자 아바타로 메타버

스 공간을 마음껏 구경하고 즐길 수 있어 

축제를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전시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메타

버스에서는 가능하다! 

인게이지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전시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참가기업과 전시

물, 관람객이 갖춰진 완벽한 온라인 전시

가 가능하다. 특히나, 전시의 핵심은 커

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D음

성 기능(물리적 거리에 따라 음성이 크기

가 조절되는 기능)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을 지원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돌아다니면서 참가기업 담당자와 

대화 할 수 있어 참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시 기획이 가능하다.

이 모든게 가능한 가상공간에는 VR 

HMD 기기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모바

일이나 PC만 있다면 접속할 수 있어 접

근성에 있어서도 편리하다. 

 더불어 ‘쇼글’대표는 ”기술력을 바탕

으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

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창조해가며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

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 공연, MICE 등 다양한 이벤트 분

야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행

사를 준비중인 지자체, 학회, 기업은 직

접 체험해보고, 상담하고 싶다면 홍대에 

있는 XR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치훈 기자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서울대·하버드대·한국타이어 공동 연구진 종이접기 원리로 개발

4차산업혁명 5

축제와 전시, 포럼까지 이제 메타버스로 초대하세요!

비포장 길에선 두배로 벌크업... 세상에 없던 트랜스포머 바퀴 개발

▲ 도로 사정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트랜스포머 타이어. 평지에서는 지름이 

작은 바퀴로 가다가 험지로 접어들면 바퀴 지름이 커져 장애물을 쉽게 넘어

갈 수 있다.

▲ XR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에서 진행하는 포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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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

공호상)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

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

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

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

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

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

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최신성을 대

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

심사업인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

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

을 방지한 원천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

(One-Source Multi-Use) 실현,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

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통합하여 항

공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

공사진을 일괄 촬영하여 제공하는 한편,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

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하여, 국가데

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경기 김포시, 오산시, 화성시 

등),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통영시, 

제주 등)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

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

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

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촬영된 독도의 12cm 해상

도 항공사진(위쪽)은 기존 25cm 해상도

의 항공사진(아래쪽, ’19.5월 촬영)에서

는 확인이 어려운 독도 서도 나루터의 

태극기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독도 서도 나루터에 위치한 주민숙소 

지붕 위의 태극기를 선명하게 확인 가능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

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

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면 고

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인공

지능(AI)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높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항공사

진의 잠재적 가치는 더욱 무한할 것”이

라며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

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여 4차 산

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

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박지호 기자

교 육6

박용우 칼럼

* 지상·지하·실내·공중 등 현실 국토를 가상세계에 

똑같이 묘사한 가상 국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 운영 
“과학을 접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

고, 과학이 수사와 연관이 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국과수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 버들중학교 참여학생 -

“아이들이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평소 드라마나 영화로 접하

던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

간을 가져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

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

겠습니다.

 - 섬강중학교 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

하 국과수)은 미래 법과학자 양성과 지

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

다.

국과수는 2009년부터 초‧중학생을 대

상으로 국과수 전문 감정관들과 함께 

‘과학수사체험교실’을 운영해왔으나, 지

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

험교실을 중단하고, ‘찾아가는 체험교실’

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 운영되었던 ‘과학수사체험교

실’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지

난 2015년에는 국과수가 자유학기제 진

로체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

로 인증받았다.

또한, 과학수사체험교실을 통해 2017

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의 중학

생 약 1천 5백 명이 체험교실을 경험한 

바 있다. 

국과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과학수사체험과 진로체험의 기회가 줄

어들어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찾아가는 과학수사체험교실에

는 3개 학교(6회) 136명의 학생이 참여

하였다.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인

체분비물 찾기 ▴시약을 이용한 혈흔·

타액 검출 실험 ▴인체골격모형조립, ▴

만 원권 지폐를 활용한 위조 방지 요소 

찾기 ▴얼굴 인식 프로그램 실습 등 실

제 증거분석에 사용하는 감정기법을 교

과과정에 맞추어 운영하여 학생들의 높

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국과수는 올해 찾아가는 과학수

사체험교실을 ‘18회’ 운영하여 약 400명

의 학생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험교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

수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된다. 

또한,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상담 등을 진행하여 과학

수사 분야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

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찾아가는 체험교실에 관심과 호응을 보

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며 “국과수

는 감정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뿐 아니

라 과학수사체험교실과 같은 다양한 서

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등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위 -‘21.3, 12cm / 아래 - ‘19.5, 25cm 촬영)

독도 서도 나루터에 위치한 주민숙소 지붕 위

의 태극기를 선명하게 확인 가능

▲ 찾아가는 과학수사체험교실  

* 항공사진, 국가기본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

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http://map.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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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

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

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월 8일부터 시행

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첫째 연락처

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둘째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셋째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

인안심번호를 기재, 마지막으로 수기명

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

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하였다.

특히,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

리청 누리집(www.kdca.go.kr)과 각 지

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다중

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

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

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

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하여 수기

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

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

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개인안심번

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

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

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

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

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다.”면

서,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

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정희 기자

수기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우선 사용하세요

성희롱 인식 男女 차이, 20대 가장 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수행

기관: 행복한 일 연구소)>를 실시하

였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이번 연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로 국민

의 성희롱 의식수준을 조사·분석하였

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

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을 조

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초등학생(5, 6학년), 중고생, 대학

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

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총 10,212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60대와 10대 남성 높아 

국민들은 성희롱에 대한 연상단어

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이

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의 단어들을 

꼽는 등(16개, 53.5%), 성희롱의 법적 

개념, 즉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

적 괴롭힘과 달리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여

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하여 ‘조직 내 관계‘에 주목하고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과

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

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

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 차이

는 중고생보다 성인과 대학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2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

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차별 의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 높을수록 높아  

연구진은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문

화나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성희

롱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성

평등 및 성차별 의식에 대해 조사했

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

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여자

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

에 신경 써야 한다‘ 등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

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성역할 고

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에

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컸

으며, 중고생에서 차이가 가

장 작았다.  

‘남자가 일을 잘해서 여자

보다 승진이 빠르다‘, ‘여자

는 동기 모임 등 비공식 네

트워크에 잘 참여하지 않는

다‘ 등 성차별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

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

적 사고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중고생이나 대학생

의 경우 성별 격차가 유의하

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대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 

 성희롱 대처 방법에 대해 ‘불쾌하

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73.8%)는 응답이 가장 많

았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사 내 처리

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구

제기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

은 이유에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

할까 봐 걱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해 2

차 피해 우려와 사내 절차에 대한 낮

은 신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

로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할 계획이다.

안근학 기자

7

▲ 개인안심번호_QR코드 아래에 명시 

인권위 ‘성희롱 국민의식 조사’60·10대男, 오해·편견 가장 많아

성별·연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인식격차 해소방안 필요

신분증 확인 불필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 활용

* 수기명부 양식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

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환자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

하여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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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

생활을 위한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및 문화 등과 관련된 9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권장 수칙

이 담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

해 2016년 발표한 ‘국민 공통 식생활지

침’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것으로, 각 부

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해 강조하

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식품 및 영양섭취(1~3번), 

식생활 습관(4~6번), 식생활문화(7~9번)

로 나뉘는데, 먼저 식품 및 영양섭취에

서는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

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는 감

소 추세에 있고, 나트륨 과잉 섭취와 어

린이의 당류 과다 섭취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만

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을 위한 영양·식생활 개

선이 필요하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과일·채소

의 권고 섭취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

구 비율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젊은 성인의 과일·채소류 섭취량은 부족

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발표해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

품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식단 개발, 건

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교육 강화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아침식사 하

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

는 수칙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고위험음주율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중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는만

큼, 정부는 2018년에 범부처 합동 국가 비

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독려

하기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과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

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식생활문화 관련 지침에서는 코

로나19 이후 위생적인 식생활 정착과 지

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

환 및 환경 보호를 강조했다.

민희윤 기자

8 건 강

전자레인지 재가열 금지식품 7가지
식은 음식을 빠르게 데워주는 전자레인

지. 하지만 남은 음식을 무조건 전자레인

지에 넣고 데우는 건 자칫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어떤 음식은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독성이 생기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

이 생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치킨

먹다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로 데우

는 것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닭

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미 조리된 

닭고기를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하면 단백

질 구성에 변형이 일어나면서 소화장애물

질이 생성될 수 있다. 먹다 남은 치킨을 따

뜻하게 데워먹고 싶다면 프라이팬에 굽는 

것을 추천.

2. 달걀  

날달걀과 삶은 달걀 모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폭탄’이 될 수 있다. 달걀을 물에 

넣고 삶으면 열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천

천히 전달되면서 익지만, 전자레인지의 전

자파는 갑작스레 달걀 내부의 압력을 높

이기 때문이다.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등 

조리된 달걀 또한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소화 방해 성분이 생긴다. 달걀을 데울 땐 

팬이나 오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3. 모유

 모유를 데울 때도 전자레인지를 사용

하면 안 좋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식품 

안전 연구에 따르면, 엄마의 모유를 전자

레인지에 돌릴 때 모유 속 면역력 강화 단

백질의 일부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냉동된 모유를 해동해야 한다면 냉

동된 모유병을 따뜻한 물에 중탕해서 천

천히 해동시키는 것이 좋다.

4. 버섯

만약 버섯 요리가 남았다면 데우지 말

고 그대로 먹는 것을 추천. 버섯은 전자레

인지 안에서 재가열 시 단백질 구성이 완

전히 변할 수 있다. 단백질 구성이 변화된 

버섯은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거나 

위가 팽창할 위험이 있으니, 가열이 꼭 필

요하다면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게 좋다.

5.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

햄이나 베이컨, 통조림 등 유통기한이 

긴 가공육은 화학약품과 방부제가 들어 

있어 전자레인지를 더욱 피해야 한다. 국

제학술지 ‘식품관리 저널’에 의하면, 가공

육을 전자레인지에서 재가열할 때 관상동

맥 심장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

스테롤 산화 생성물이 형성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시금치·샐러리·비트

시금치, 샐러리, 비트 등과 같이 질산염 

농도가 높은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

면 발암물질이 증가할 수 있다. 식품 속 질

산염이 발암성 아질산염과 니트로사민으

로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금치 요리는 

한 번 가열한 뒤 차갑게 보관했다가 다시 

재가열할 때 발암성 아질산염이 가장 많

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냉동과일

냉동과일을 해동시킬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선 안된다. 냉동된 과일을 전자레인

지로 빠르게 녹이면 몸에 좋은 글루코사

이드와 갈락토사이드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TIP PLUS★

“전자레인지 돌릴 땐 쳐다보지 마세요”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김윤명 교수

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작동 중 내부를 가

까이서 쳐다보는 것은 누설 전자파로 인

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전자레인지 작동 중에는 가급

적 쳐다보지 말고, 30cm 이상 떨어져 있

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규민 기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 식품 및 영양섭취·식생활 습관·식생활문화 등 수칙 제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1.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 · 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2.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 물을 충분히 마시자 
4.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5. 아침식사를 꼭 하자 
6.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 술은 절제하자 
9.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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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

장 김윤정)는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맞춤

형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

한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는 국내 사

이버대 최초로 신설됐으며 체계화된 교

육과정으로 주목받는다. ‘사회복지실무 

트랙’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의 기

초부터 핵심, 실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융합복지 트랙’은 기계제어공학과 등 

타 학과와 연계해 고령화 시대와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재학생들은 복지와 기술을 융

합해 미래형 돌봄 방법을 연구하고 동아

리 활동, 전시회 탐방, 전문가 특강 등 오

프라인 활동을 통해 지식을 넓힐 수 있다.

‘돌봄 트랙’은 전문돌봄제공자와 가족

돌봄제공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케어기

빙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미국 조지

아사우스웨스턴대학교 로잘린 카터 케

어기빙 연구소(Georgia Southwestern 

State University, Rosalynn Carter 

Caregiving Institute)와 공동 개발한 케

어기빙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트랙’은 다문화 사

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

해하고 이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

합과 사회복지를 다룬다.

특히 학내에서 운영하는 ‘CUK 실습교

육센터’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전담

교수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장점이다. 센터에서는 사회복지 실

습기관을 확대해 실습 기회를 넓히고 실

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숍

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적 지원을 통해 실

무 역량을 겸비한 우수 사회복지 전문가

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한 멘토링

과 스터디, 오프라인 특강과 모의고사 등

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는 점

도 주목할 만하다. 또 재학생들은 건강가

정사, 보조공학사, 다문화사회전문가 등

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강해 4차 산업

혁명 시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병원,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또 비영

리 조직을 창업하거나 국내외 대학원 진

학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김윤정 학

과장은 “기본 교과는 물론이고 케어기빙, 

다문화, 융합복지 등 타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

혔다.

한편 고려사이버대학교는 6월 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학과는 △창의공학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

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미래

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신

산업기술경영 전공) △경영학부(경영학

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

술경영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휴먼서비스학부(사

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평

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실용외

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

화학부(한국어교육 전공, 다문화·국제협

력 전공) △법·경찰학부(법학과, 경찰학

과)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대

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uk.edu

박명오 기자

9교 육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고려사이버대 원형 스튜디오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전문 지식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학내 실습센터 통해 맞춤형 사회복지 현장실습 진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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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업계에서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이종·

이색 컬래버레이션이 트렌드이다.

MZ세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

난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한다.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인 MZ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이들의 욕구와 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힘쓰고 있다.

MZ세대는 변화에 유연하고 온라인과 SNS에 능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

는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는 모두 MZ

세대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MZ세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종·이색 콜라보레이션이 인기다.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이란 서로 다른 기업이 협업하

여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비슷한 

업종끼리 콜라보 마케팅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서로 

다른 업종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재미있고 한정판이라는 희소

성이 있어 MZ세대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 또한 

SNS상에서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높

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색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사례

예스24 X 오뚜기

예스24가 오뚜기와 함께 컬래버한 굿즈를 선보였다. 

오뚜기 굿즈 세트는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 메뉴로 고

객들의 독서 생활에 또 다른 재미를 주고자 기획됐다. 

곰표 X CU

밀가루 상표로 유명한 ‘곰표’와 CU가 콜라보 팝콘과 

밀맥주를 선보였다. 곰표 밀맥주만의 독특한 패키지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SNS와 여러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팔도 X 미샤

팔도가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했다. 팔도비빔면 매운맛에 크림 분말스프를 더한 

‘팔도BB크림면’이다. ‘비비다’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화

장품 BB크림과 함께 협업하였다.

삼성전자 X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협력해 ‘갤럭시 버즈 프

로 with 라네즈 네오 쿠션 콜라보라해’를 출시했다.

유진로봇 X 카카오프렌즈

로봇전문기업 유진로봇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

디즈(Wadiz)에서 ‘아이클레보 라이언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다.

스파오 X 기생충

스파오는 영화 ‘기생충’과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상품

을 출시했다. 컬렉션은 영화 속 상징적인 소품들과 대

사들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동원F&B X 써스데이 아일랜드

동원F&B가 여성 의류 브랜드 ‘써스데이 아일랜드

(Thursday Island)’와 이색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동원F&B는 써스데이 아일랜드의 감성을 패키지 디자

인에 담은 쿨피스 2종을 선보였다. 또한, 써스데이 아

일랜드는 쿨피스의 로고와 색감을 활용한 의류를 선보

였다.

케이스티파이 X 루브르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케이스티파이

(CASETiFY)가 루브르 박물관과 프리미엄 컬렉션을 

출시했다. 박물관의 대표 명작인 ‘모나리자’, ‘밀로의 비

너스’, ‘그랑드 오달리스크’ 그리고 ‘민중을 이끄는 자유

의 여신’을 케이스티파이 프리미엄 임팩트 케이스에 담

아냈다.

GS25 X 하이트진로

GS25가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진로이즈백 협업 상품 

4종을 출시했다. GS25는 상품디자인에 진로이즈백의 

색상과 캐릭터인 두꺼비를 더해 진로이즈백 컬래버 상

품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오치훈 기자

MZ세대 사로잡는 이색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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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독도교육의 달’

을 운영한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

어가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지침에 해

당하는 ‘일본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기술

을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

소’와 함께 정리한 ‘일본 역사교과서 비

판적으로 읽기’ 자료와 학생 활동지를 

각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다채롭

게 융합･활용토록 안내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료 탐색과 비교･대

조, 토론으로 활동한 내용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자료 만들

기, 캠페인 확산하기, 오류 내용 찾아 수

정 요청하기, 국내외 언론에 적극 알리

기 등 구체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은 “우리 미래세대가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역사를 바로 알고 적극 문제

를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학교, 학년별

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학생이 주도하

면서 현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고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실천사

례를 발굴해 ‘경기교육모아’에 공유함으

로써 학생 교육활동 확장과 사회적 울림

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해갈 계획이다.

곽재근 기자

경기도교육청, 실천으로 이어가는 ‘독도교육의 달’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구축

정부가 5월부터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

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신호운영 시

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고 오는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교차로 

소통개선 및 사고감소 효과가 큰 ‘스

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확대하는 사업을 5

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

다.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은 교통량

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하여 차량흐름

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등 ‘교통

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신호운영체계’를 말한다. 

(감응신호)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고, 부도로

의 좌회전 차량을 감지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로 불필요

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소통상황

의 개선과 신호위반 감소에 효과가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차량

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

시적으로 제어하여 우선 통행할 수 있

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여 사고처

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에 효

과가 있다. 

(스마트 교차로) 교차로의 방향별, 

차종별 정보를 추출하여 생성된 빅데

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

여 실시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량

이 많은 시간대(첨두시, peak time)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감응신

호시스템 509개소(‘15∼), 긴급차 우

선 신 호 시 스

템  4 4 개 소

(’18∼) ,  스

마트 교차로 

746개소(‘18

∼)를 추진하

였고, 운영결

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소

통 향상, 신

호위반 감소 

등에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운

영체계 개선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

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전국 국도 및 지자

체 403개소에 감응신호, 19개 지자체 

372개소에 긴급차 우선신호, 31개 지

자체 1,224개소에 스마트 교차로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 감응신호시스템 기본

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중장기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도입, 국토부·

지자체·경찰청 등 기관 간 협업체계 

개선을 통한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방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빅

데이터·센서·통신기술을 접목한 ‘스

마트 신호운영체계’는 교통소통을 원

활하게 하고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

과가 있다“면서,“이처럼 국민체감효

과가 큰 스마트 신호시스템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

에 인공지능(AI)·첨단센서 등 신기술

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안수연 기자

교통량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신호 보내는 시스템

평균 지체시간(41%)·신호위반(36%)·긴급차 통행시간(40%) 감소효과

미래세대가 주도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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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쇼핑, 그리고 문화 수요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평택 고덕국제신도

시가 발전함에 따라 최중심 입지를 자랑

하고 있는 ‘파피에르 고덕’ 상가가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도건설이 팝 아티스트와 디자인 협

업한 브랜드 상가인 ‘파피에르’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오는 7월 선보인

다. 지난 2014년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카림라시드와 협업한 브랜드 상가 ‘카림

애비뉴’에 이은 두 번째 브랜드 상가다. 

젊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카림애비뉴

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파피에르는 프랑스어로 ‘종이’를 뜻한

다. 종이에 그려진 예술작품처럼 상업시

설을 화려함과 예술적 감성을 담은 공

간이자, 예술과 쇼핑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반도건설의 설

명이다. 

파피에르의 심볼은 갤러리 벽에 걸

린 액자 속 미술작품을 모티브로 시각

화 했다. 공간을 상징하는 사각형 안에 

'PAPIER'의 알파벳을 선으로 형상화 했

고, 각 면에 파피에르가 추구하는 쇼핑

문화공간의 다채로움과 젊은 감각의 디

자인을 핑크, 퍼플, 오렌지, 그린, 블루, 

옐로우의 6가지 컬러로 표현해 팝아트

적인 감성을 함께 담았다.

반도건설은 오는 7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 9-1-1, 9-2-1

블록에 총 1116실로 구성된 주거형 오

피스텔 ‘유보라 더 크레스트’와 상업시

설 ‘파피에르 고덕’을 분양하면서 파피

에르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9-1-1BL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5~ 4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9-2-1BL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35~4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타운과 수변공원에 

마주하고 있는 최대 중심에 공급될 예정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인구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평택의 미래 고덕국제신도시는 지속

적인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전체 인구

수는 약 14만 명이 넘으며 올해 행정타

운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다

양한 호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상업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후수요를 고정적으로 확보 하는 것이

다.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피에르 고덕’ 

상가는 30만 명 이상의 배후수요를 확

보하고 있다.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뿐

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일반산업단

지, 철괴 지방산업단지, 평택 송탄 일반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첨단 복합 산업 

단지 등을 포함해서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있다. 고정적인 배후수요로 

인해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상업시설

이다.

또 하나, 고덕국제신도시는 교통 프리

미엄이 뛰어나다.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

는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srt 지

제역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까지 약 27

분이 소요된다. 수도권 및 충청이남 광

역 고속 도로 연결로 평택 화성 고속도

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평택동

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 접

근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바로 BRT 연장 광역 신설계획

으로 평택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소사

벌지구, 고덕국제신도시 지구를 경유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시설인 삼성전

자 국제교류단지, 역 등으로 정차가 편

리하며 중심상업지역으로 통과를 할 경

우 고덕국제신도시 내로 접근성이 우수

하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행정타운의 

중심상권이자 업무와 쇼핑, 문화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상권으로 각광받

고, 지역근린상권과 서정리역 상권까지

도 자연스레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인 만

큼, ‘파피에르 고덕’은 꾸준하고 안정적

인 수익 창출을 위한 부동산 상품에 투

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것

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1668-4924)를 

통해 가능하다. 

송진철 기자

색다른 쇼핑과 예술의 경험을 선사할
파피에르 [고덕] 상가분양

▲ 반도건설이 팝 아티스트와 디자인 협업한 브랜드 상가인 ‘파피에르’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오는 7월 선보인다

고덕국제신도시 최중심 신개념 쇼핑문화공간

‘45층 랜드마크’ 주거형 오피스텔 유보라 더크레스트 분양

고덕 대표상권의 비전과 약 14만 배후수요를 품은 압도적인 성공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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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8일(수) 00시

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

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

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

장은 18.3km 이다. 지난 ’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 원을 투

입하여 4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

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

택시흥고속도로(마도JCT), 서해안고속

도로(팔탄JCT), 동탄봉담고속도로(화성

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제2순환선은 

김포∼파주∼화도∼양평∼이천∼오산∼

봉담∼송산∼안산∼인천으로 총 263km 

거리다.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

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

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동

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

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경기 서남

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였다.서오산JCT↔송산마도

IC)주행시간 26분 단축(44→18분), 거리 

8.3km단축(34.8→26.5km)된다.

또한, 화성지역의 동서축 연결도로(국

도·지방도)의 출·퇴근 상습 지·정체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물류차량

들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수송

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

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

선되어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

뉴타운, 화성마도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

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

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

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이 되

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

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한 교

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정

식·이동식 카메라 4개소 등 과속단속장

비 확충에도 노력 하였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제

설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

시설(8개소)을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

구부 RWIS시설을 구축하여 기상상황 

및 도로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

내토록 하였다. 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이란 도로기상정

보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One Tolling 

System,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 도

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

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여 통행료 납부를 편

리하게 하였으며 운전자들의 휴식공간

을 위하여 양방향에 졸음쉼터 각 1개소

를 설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

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

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

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1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

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여 건설 중

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

협약 체결 및 협상중인 사업의 경우 조

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제

2순환] 이천～오산(’22.03), 포천～화도

(’23.12)[남북2축] 광명-서울(‘24.5.), 평

택-부여(’24.12.) 협상중인 민자고속도

로는[수도권제1순환용량증대] 서창～

김포, [단절구간연결] 오산～용인 구간

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 이라면서, “나머지 구간

인 이천∼오산∼양평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 개통발표
평택시흥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동탄봉담고속도로 이어주는 노선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수도권 접근성 크게 개선

반도건설, 팝 아티스트 ‘크랙 앤 칼’과 디자인 협업

반도건설이 세계적인 팝 아티스티 

'크랙 앤 칼'(Craig&Karl)과 손잡고 

젊은 감각의 새로운 브랜드 상가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2014년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에 이어 금

번 유명 팝 아티스트 크랙 앤 칼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이 접목된 트렌디

한 브랜드 상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

다.

반도건설은 크랙 앤 칼의 디자인이 

접목된 첫 작품을 오는 7월 분양하는 

평택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 

상업시설에 선보일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오는 7월 경기도 평택

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 9-1-

1, 9-2-1블록에 총 1116실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

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은 연면적 3만85

㎡ 규모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조성되며 고덕국제신도시 최중심 입

지에 약 14만 가구의 배후수요를 가

진 신개념 쇼핑문화 공간을 선보인

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번 크랙 앤 

칼과의 협업은 건설사와 팝 아티스

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

도가 될 것"이라며 "카림애비뉴에 

이어 크랙 앤 칼과 함께 또 하나의 

명품 브랜드 상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정희 기자

국토부 13

평택 고덕신도시 상업시설에 디자인 접목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 위치도

▲ 반도건설과 디자인 협업에 나선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크랙 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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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진학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

족을 위해 ‘진학 설명회’를 6월부터 11

월까지 총 15회 개최한다.

도,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이

번 ‘다문화가족 진학 과정 설명회’는 각 

지역의 장학사·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

중학교 체계·교육 과정 ▲입학 준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

한 사전 다국어 안내 자료 배부 및 통역 

지원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교육은 의정부시 등 11개 시·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5~15명 규모로 

진행된다. 초·중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일부 일반가족 포함) 

누구나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

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각 교육 

일정에 따라 다른 만큼 문의 사항은 경

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4427) 등

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계획된 이번 설명회가 학부

모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딪

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규민 기자

경기도·시군·교육청 합동 ‘다문화가족 진학 설명회’ 
6~11월 총 15회 개최

선택약정할인(25% 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 (SK텔레

콤․KT․LG유플러스) 및 KTOA(한국통

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

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

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

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에 의해 ’14년 10월 도입되어, ’17년 9

월에 25%로 상향되었고, 총 2,765만

명(’21.3월 기준)이 이용하며 가계통신

비 경감에 기여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①단말

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

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

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

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

이나, ②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

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

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

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되

었다. 

이용 가능 여부 자가 조회 방법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

or.kr)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행정복지센

터 등에 안내물 비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

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하는 한

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가입 안내를 

강화하도록 약관 개정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

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

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

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

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

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정직 기자

초·중학교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 대상 

중학교 진학 과정 설명회 개최

중학교 학제·학부모 역할 교육, 6~11월까지 11개 시·군 15회 추진

약정 만료자 및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등 대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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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사람과뉴스 11호)에는 직업에 따른 3D 모

델링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3D 프

린터와의 연동에서 3D 프로그램에서의 장단점을 분석

해 보고자한다. 수많은 3D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개

인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 위주로 평가(장단점) 그리

고 문제점을 기재했다. 

폴리곤 방식 프로그램 [maya, 3ds-max]

우선 폴리곤 방식의 3D 프로그램인 autodesk maya, 

3ds-max와 3d 프린터의 관계성을 알아보겠다. 3d 프

린팅에 특성화되어 있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에서의 문

제점으로 출력물의 크기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출력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와 비교 대상의 오브젝

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 확인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치수의 출력물은 어렵다.(mel, 

phython 등의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모델링 하는 경우 

제외)

두 번째로는 출력하는 오브젝트의 메쉬(mesh)가 닫

혀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maya, 

3ds-max 등의 프로그램은 3d 애니메이션 등에 특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오브젝트 메쉬가 

닫혀 있지 않는 상태이여도 렌더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meshmixer 

등 메쉬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던지, 메쉬를 확

인하는 플러그인 등을 이용하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

다.

스컬핑 방식 프로그램 [zbrush]

다음으로 스컬핑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zbrush를 알아보고자한다. 장점을 보면 폴리곤 방

식 maya, 3ds-max에서의 문제점 오브젝트가 닫혀 

있을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기능(Tool => Modify 

Topology => Close Holes)이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스컬핑 방식의 zbrush 역시 수치가 정

확히 표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크기를 정확히 알 수

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ranspose tool을 이용

하여 수치를 재는 방법이 있으나 정확한 크기는 알 

수는 없다.

설계 방식 프로그램1 [Sketchup]

세 번째 3d 프로그램으로 maya, zbrush와 다르게 

sketchup에서는 크기 확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건축 설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수를 입력하면서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mesh가 열려 있거나 닫혀 있

음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점으로 들 수 있

다. 때문에 작업하는 초기 단계부터 출력을 고려한다면 

메쉬가 비어 있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

업해야만 한다. 작업 완료 후 메쉬를 고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수정 과정은 복잡한 오브젝트일수록 힘든 작업

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3d 출력을 위한 stl 파일 출력

을 위해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

을 수 있다.

설계 방식 프로그램2 [fusion360]

네 번째로 fusion360은 먼저 설계 프로그램에 특화

되어 크기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각면체의 수치는 물론, 곡면 또한 작성 초기에 단위

를 확정 후 작업을 한다면 크기로 프린팅에 어려움은 

없다.

메쉬 상태 확인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

지로 meshmixer 프로그램으로 mesh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작업 창에 솔리드(solid) 오브젝트를 제

외한 서피스(surface) 상태이면, 메쉬가 비어 있는 곳

이 없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로 한다. T-spline 모델링 

작업에서는 자동으로 수정하는 autorepair 기능을 이

용하면 메쉬 작성이 잘 못되어 있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다.

fusion360을 선택한 이유

이상 크게 4가지의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3d 프로그

램 구동에 있어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어느 정도 3d 프린터에 특성화되어 있는 3d 모델

링 프로그램은 fusion360과 같은 설계 프로그램이라

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린 결과다. 무엇(예 기계부품(제

조품), 캐릭터(피규어) 등)을 출력하느냐에도 프로그

램 선택에 있어서 큰 요소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3d 출

력의 어려움(문제점) 등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fusion360이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큰 불편이 없다

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autocad나 솔리드웍스, 라이노 등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3d프린터로 출력해 본 프로그램 위

주로 평가해 보았다.

박명오 3D 디자인 전문 기자.www.toyncine.com 

3d 프린팅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나요?

▲ 이미지 출처 ; https://blogs.solidworks.com/solidworksblog/wp-content/uploads/sites/2/2016/09/ultimaker20in20sw.png

▲ 이미지 출처 ; https://i.pinimg.com/originals/eb/48/7e/eb

487e5135bb0bd0ddc8e52aede610a6.jpg

▲ 이미지 출처 ; https://all3dp.com/2/sketchup-tutorial-

for-3d-printing-a-guide-for-beginners/

▲ 이미지 출처 ; https://www.artstation.com/marketplace/

p/VOwe/ciws-speed-modeling-in-fusion-360-and-3d-

printing

▲ 이미지 출처 ; https://www.esoftner.com/wp-content/

uploads/2019/09/Autodesk-Meshmixer-Downloa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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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자료에 따르

면, 약 495만 가구가 598만 마리 반려견

과 산다. 한국인 네 명 중 한 명이 개와 

동거하는 셈이다. 애견인은 여행할 때마

다 고민이 많다. 반려견을 데리고 갈지 

말지. 간다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의 기술을 준비했다. 여러 제약이 있

지만 애견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펫캉스

(Pet + Vacance)' 문화도 진화하고 있다.

집 근처를 산책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애견인은 준비할 게 많다. 먼저 숙소부터 

관광지·식당·카페까지,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반

려견 정보 앱 ‘펫트워크’의 김남림 대표

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는 숙소나 카페 

중 정책을 바꿔 입장을 금지하는 곳이 은

근히 많다”며 “중소형견만 허용하고 대

형견 입장을 막는 곳도 많은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애견인 사이에서도 호캉스가 유행이

다. 콘래드 서울, 비스타 워커힐, 포시즌

스 호텔 서울 같은 특급호텔도 일부 객

실에 한해 애견 동반을 허용한다. 애견 

전용 침대, 배변 패드, 먹이, 장난감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명소노그룹은 아예 

‘소노펫클럽&리조트’라는 브랜드를 만

들었다. 소노캄 고양(경기도 고양), 비발

디파크(강원도 홍천)에 각각 24개, 154

개 객실을 반려견 동반 숙소로 쓴다. 객

실뿐 아니라 뷰티, 의료, 교육 서비스까

지 제공한다. 숙박요금은 일반 객실보

다 8만~9만원 비싸지만, 주말에는 빈 객

실을 찾기 어렵다. 카페에서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먹는 ‘펫프터눈 티’가 인기

란다. 수도권에는 애견 펜션이 특히 많

다. 숙박 예약 앱 ‘야놀자’는 올해 1~5월 

애견 동반 펜션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81.6% 늘었다. 

야외라고 아무 데나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전국 국립공

원은 반려동물 출입 시 과태료 10만원, 

국공립 수목원은 5만원을 부과한다. 생

태계 교란 우려 때문이다. 한려해상·다

도해 국립공원 부속 섬을 찾아가는 반

려견 가족이 많은데, 섬마을은 괜찮지만 

탐방로 출입은 금지란다. 국립 자연휴양

림은 딱 네 곳만 반려견 입장을 허용한

다. 산음(경기도 양평)·검마산(경북 영

양)·천관산(전남 장흥) 자연휴양림과 화

천숲속야영장(강원도 화천)에서 야영장

이나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동물보호

시스템에 등록한 6개월 이상, 15㎏ 이하 

반려견만 받아준다. 

자가용에 반려견을 태울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1~2시간 전에 먹이를 주고, 이동 중엔 

1~2시간마다 쉬는 게 좋다. 전국 199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14곳이 반려견 놀

이터를 갖췄다. 덕평휴게소, 죽암휴게소

(서울 방향), 단양팔경휴게소(부산 방향)

가 대표적이다. 단 식당 같은 실내공간 

출입은 금지한다. 일부 휴게소는 코로나

19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를 휴장 중이니 

미리 확인하자.  

비행기 동반 탑승은 항공사마다 규정

이 다르니 깐깐하게 비교하자. 이를테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국내선 편도 반려

동물 항공료가 1만원이며, 운송 용기를 

합한 무게가 5㎏ 이하여야 한다. 티웨이

항공은 편도 2만원으로 조금 비싸지만 9

㎏까지 허용한다. 기준 무게를 넘어서면 

화물칸에 태워야 한다. 티웨이항공 윤성

범 홍보팀장은 “지난 2월 허용 무게를 7

㎏에서 9㎏으로 상향 조정한 뒤 이용객

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대한항공은 편

도 12회, 티웨이항공은 6회 탑승하면 1

회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반려견과 함께 백사장을 달리며 해수

욕을 즐기는 상상을 애견인이라면 누구

나 한 번쯤 해봤을 터. 이 상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펫팸족의 성지로 불리는 

국내 유일의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 ‘멍

비치’ 덕분이다. 지난 2016년 양양 바닷

가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청평의 애견 수

영장까지 두 곳의 멍비치를 운영하고 있

는데, 지난 겨울엔 영월의 탑스텐 리조

트 동강 시스타에 애견 전용 노천 온천

과 사우나를 갖춘 ‘멍파크’도 추가 오픈

했다. 그러니까 여름 한 철 시원한 물놀

이를 즐기고 싶다면 양양이나 청평의 멍

비치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반려견 

종합 휴양 시설에서 쾌적한 휴가를 보내

고 싶다면 영월의 멍파크를 찾으면 된

다. 참고로 멍비치 양양의 경우, 법으로 

지정한 맹견이나 개를 동반하지 않은 일

반인은 출입이 불가하다.

한양희 기자

칼 럼16

나도 반려동물과 펫캉스 준비완료!

부모는 자녀에게서 종종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에게 상

처가 있는 경우 그 상처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에 대

한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자신감이 

결여되고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

에 노출되기 쉽다. 자존감이 낮은 자

녀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서로 인

해 현실 상황에 집중하기 어렵고, 미

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생에 있어 자존감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 인생이라는 자동차

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는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엔진이 필

수 요건이다. 자존감이 높은 자녀는 

현실에서 자기욕구를 잘 알아차리

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많은 코치를 

만나게 되지만 인생의 최고 코치는 

부모이다. 출생에서 유아기와 아동

기에 이르는 시기는 인격형성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어린 시

절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으

므로 부모의 언행과 사고가 자녀에

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런 사실에 늘 깨

어 있어야 한다.

자녀는 장사의 화살통에 든 화살

에 비유할 수 있다. 활이 제 역할을 

해야 화살이 멀리 가는 것이다. 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활이며 활은 부모

를 상징한다. 활이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면 탄력을 받을 수 없어 화살이 

과녁을 향해 멀리 날아갈 수 없다. 

활은 청지기 역할로서 헌신이 있어

야 하고 굽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탄

력을 자녀에게 입힐 수가 없다. 

자녀 자존감의 크기는 부모 헌신

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녀의 자존감은 부모의 자존감을 반

영한다. 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가 먼저 자존감 향상을 위

해 노력한다면 부모 자신도 성장한 

자존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존감>의 저자인 데이빗 칼슨

(David E. Carlson)의 자녀에게 자존

감을 세우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자 한다. 첫째 자녀의 존재감 자체에 

대한 인정이다. 자녀가 곁에 있어주

는 그 자체에 대해 “나는 너를 사랑한

다”는 메시지를 통해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격

려는 자존감을 세워가는 첫걸음이다. 

둘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

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는 네가 

우리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말로 소속감을 주어 

부모의 삶에 소중한 일부분이란 자

긍심을 갖게 된다. 

셋째, 자녀의 말을 믿어줄 때 능력

을 인정받는다. “너는 능력이 있구

나”라는 부모의 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넷째,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

해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라는 말

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힘을 주게 된다. 

다섯째,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

기 위해 “너는 네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라는 말로 자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

유를 줄 때 자존감은 향상된다. 결국 

부모의 인정과 칭찬이 자녀 자존감

의 근간이 된다.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가 배워야 

할 자존감의 교과서이다. 부모는 살

아오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스스

로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면 독

서나 상담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 우

리의 몸에 생긴 상처도 치료하면 시

간이 지나 회복되듯,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인

생에서 자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은 길지 않다. 자녀의 인

생을 평생 함께 할 수 없는 만큼 지

금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자녀에게 

집중하여야 한다. 성숙한 부모와 함

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성숙

한 삶의 주체가 될 것이다.

자녀 자존감의 거울, 부모의 자존감칼럼

이정기 박사

(사)한국게임중독협회 회장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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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제20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참가 접수 /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접수 누리집(contest.knps.or.kr)
문의 / 1670-9201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

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20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공고문(5월 

17일)을 내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

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

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접수 누리집(contest.

knps.or.kr)에서 받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며, 총 80점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별부문으로 한국화

(수묵화 및 수묵담채화)가 추가됐다. 한국화 특별부

문은 접수 누리집에서 제시한 사진을 그리거나, 국

립공원 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디지털 사진(용

량 3메가바이트 이하)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촬영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

역 출입 등의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

여 지난 2020년 제19회 대회까지 총 9,000여 명이 

참가하고 5만 1,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

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

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

knps.or.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구성된 국립공

원 사진전시회가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매

년 열리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아

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

망한다”라고 밝혔다.

민희윤 기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생태계 모습 담은 제20회 사진 공모전 열려

 환경부 장관상(대상 500만 원) 등 총 80점, 상금 4,000만 원 시상

▲ 최우수_가야산_비내리는 해인사_서정철 ▲ 우수_오대산_월정사에 눈은 내리고_이해성 ▲ 우수_한려해상_참나리와 대소병대도_우정순

▲ 장려_태안해안_오형제섬 안목도의 별이 있는 밤_유유신

▲ 대상_설악산_승천_권영덕

▲ 우수_월악산_깊고푸른밤_지선정

▲ 우수_월출산_월

출산의 봄_강성국

우수_지리산_ ▶

쌍계사의 가을_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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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의료공학 교육기관은 몽골 국립

과학기술대학교(이하 과기대)와 사립대

학으로 후레대학교(Huree University)

와 에트겡 대학교(Etugen Uinverisyt)

가 있다. 그리고 국립의과대학교 내의 2

년제 의료공학과 학과가 있다. 

몽골 과기대의 의료공학과는 1996년

도 설립되었다. 이후 몽골 교육부와 과

기대 의료공학과의 교수들의 협조로 사

립대학인 후레대는 2009년도, 에트겡대

는 2010년도에 의료공학과가 설립되었

다. 이후 몽골 과기대 의료공학 교수들

은 몽골 의료공학의 발전을 위해 사립대 

의료공학 학과들과 지금까지 긴밀한 교

육협력을 하고 있다. 

의료공학 분야는 의료와 생물학 및 공

학 등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어 있기

에, 의료공학의 범위는 넓다. 의료공학

은 생물정보공학(Bioinformatics), 생체

역학(Biomechanics), 조직공학(Tissue 

Engineer ing) ,  유전공학(Genet ic 

Engineer ing) ,  의료기기(Medical 

Device), 재활공학(Rehabilitation 

Engineering) 등 여러 분야가 있다. 다

양한 의료공학 분야 중 몽골은 임상공학

(Clinical Engineering) 교육에 집중 되

어 있다. 임상 의료공학자들은 병원의 

의료장비 기술자로 제품의 교육과 감독, 

수리 및 유지를 한다. 

몽골 의료공학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의료공학협회(Mongolia Society 

Biomedical Engineering)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 약 600명의 의료공학자들이 

협회에 소속되어있다. 몽골 의료공학협

회는 1995년 몽골 보건복지부의 허가 

기관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의용전자공

학을 기초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

공학 학술 집단인 IFMBE(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에 등록되어 있다. 

몽골 의료공학협회 초대 회장은 잉흐

자르갈(Enkhjargal) 교수이다. 잉흐자

르갈 교수는 몽골의 의료공학 분야의 선

두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학술교류 및 교육협력을 해왔다. 지난 

2019년 제4회 몽골 의료공학자 정례회

(보건복지부 주관)에서 잉크자르갈 교수

는 의료공학협회장에서 은퇴했다. 현재 

협회장은 푸릅다시(Purevdash) 교수이

다. 푸릅다시 교수는 몽골 의료공학 교

육의 발전을 위해 후레대 의료공학 학과

와의 교과목 커리큘럼 개발 및 연구협력

을 요청했다.

몽골 의료공학협회는 빠르게 변화하

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

성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몽골의 의료공학 분야의 교육은 그 동

안 임상 의료공학자 배출을 위한 전자공

학 교육에만 집중되어있었다. 의료공학 

분야는 의료와 생물학, 컴퓨터공학 등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몽골 후레대는 2002년 한국인이 세운 

ICT 특성화 대학이다. 후레대는 한국인 

총장(정순훈 총장)과 여러 명의 한국인 

교수들이 있다. 후레대는 시대가 요구하

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

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의 

국립대의 교과목 강의계획서 변경은 까

다롭다. 학과 여러 교수들과 합의를 통

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의료공학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 변화는 쉽지 않

다. 반면, 사립대학인 후레대 의료공학

과는 교과목 변경 및 커리큐럼 변경을 

위한 교수들의 합의점 모색과 교육부 승

인이 어렵지 않다. 몽골 의료공학 교육

에 필요한 새로운 학과 커리큘럼을 시범

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몽골의 국제협력 국가 중 중국은 ‘교

통, 인프라’, 일본은 ‘농업, 금용’, 러시아

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

고 있다. 한국은 ‘유통과 의료’ 부문에서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

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 전략 부

재와 협력을 추진할 실행 기관이 없다

고 보고됐다 (2020년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앞으로 몽골 의료공학협회와 후레

대의 협력으로 교육과 연구는 물론, 더 

나아가 의료공학 분야의 경제협력에서

도 파트너가 될지 기대가 된다.

홍연화(후레대 의공학과장) 몽골 특파원

해 외18

몽골 의료공학 분야의 교육협력 파트너 한국 기대

아프리카 르완다! 1,300여만명의 인구

를 가진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Moto Taxi라 불리는 오토바이택시이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 한 나라의  도

로를 누비고 있는 Moto Taxi는 55,000

여대에 이른다, 이중 25,000여대가 수도 

키갈리에서 운행되고 있다. 르완다 전국

의 도로는 14,008km이다. 이중 19%정

도인 2,662km가 포장도로이고, 81%인 

11,346km가 비포장도로이다. 한국의 도

로 111,314㎞에 비하면 르완다 전체 도

로는 한국의 13%정도이다. 한국 도로 

포장률은 93.5% (2019기준)로 대부분 

포장도로이며 특히 서울, 광주, 대전, 세

종시는 100% 포장도로로 한국의 도로 

상황과 르완다는 많이 다르다. 르완다는 

1,500여m 고지대에 위치한 산악형 국가

로 대부분의 도로는 

곡선이며 오르막 내

리막이 심한 형태이

다.   

이곳 현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

통수단으로는 오토

바이택시, 자전거택

시, 택시, 시내버스, 

도시간 연결되는 합

승택시와 고속버스,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DR콩고, 부룬

디 국경을 넘나드

는 버스 등이다. 수도인 키갈리에서 이

용되는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이동 52%, 

대중교통(버스 등) 17%, 모토택시 16%, 

승용차 15%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

이 모토택시는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내버스의 불규칙적인 운행과 버스

로 접근하지 못하는 도로가 많아 현지

인들이 모토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모토

택시 운전자는 헬멧을 써야하고 이용자

를 위한 헬멧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다

녀야 한다. ID번호와 지역이 표기된 붉

은색 조끼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모토

택시는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탑승하기 전에 모

토택시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설명하고 

이에 해당되는 요금을 협상하게 된다. 

3km 이내의 짧은 거리이동시 요금은 

300프랑(360원)이다. 일반적으로 500프

랑(600원)에서 1,000프랑(1,200원) 정도

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키갈

리시내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1,500프랑

(1,800원)을 넘을 수 없다. 현지인들은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외국

인들은 협상을 해도 현지인들보다는 요

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탑승하기 전에 목적지와 요금 협상이 

완료되면 운전자가 준비한 COVID19방

역소독제 스프레이로 손을 소독하고 헬

멧을 받아든다. 손수건이나 타올을 머리

에 덮고 헬멧을 쓴 후 모토택시에 올라 

목적지로 향하게 된다. 현지인들은 모토

택시가 달리는 중에도 뒤에 앉은 채 운

전자 허리를 붙잡지도 않는다. 팔장도 

끼고 전화통화도 하며 여유있는 자세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자동차 좌

우 앞뒤가 모토택시로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모토택시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

생된다. 

2017년 기준으로 버스로 인한 교통사

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7%인 반면 모

토택시 교통사고는 전체의 60%를 차지

하고 있다. 사고로 인해 길거리에 나뒹

구는 오토바이와 신음하고 있는 탑승자

가 눈에 자주 띤다. 모토택시가 목적지

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하고 헬멧을 운

전자에게 반납한다. 운전자는 헬멧 안에 

COVID19 소독제를 뿌려 소독을 하고 

다음 탑승자가 이용하도록 준비를 한다. 

모토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전

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8.5%를 차지한

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46%로 가장 높다. 보행자 사망은 수도

인 키갈리보다 지방에서 더 많이 발생된

다. 지방에는 교통경찰의 단속이 도시보

다 느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과속차량

이 많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가 

따로 없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

망률이 높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르완다는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고

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다. 고산지

대이다 보니 여기에서 자란 르완다 커피

와 차가 일품으로 르완다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산악형지대로 도시 간 연결 국

도는 편도 1차선일뿐더러 수도인 키갈

리에도 편도 2차선도로가 많지 않아 도

로 환경이 열악하다. 고속도로가 없고 

터널도 없다. 기차도 없다. 지하철이나 

전철은 더욱이나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르완다의 교통수단과 현지

인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토택시, 자전거택시, 버스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각종 국

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의 작지만 역동적이고 리더십이 돋보이

는 나라 르완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르완다의 모습을 기대하며 선진국들의 

건전한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글을 마친다.

권혁표 (르완다연합대학교 부총장) 특파원

르완다에서의 특별한 경험 - 모토택시

▲ 몽골 의료공학협회 초대 회장 잉흐자르

갈(Enkhjargal) 교수(좌)와 홍연화(후레대 

의공학과장) 몽골 특파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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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

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성장 산업으

로 떠오르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

는 가운데, 국내 우수 가상 원격교육·

회의 솔루션 발굴 및 확장가상세계 서

비스 확산을 위해「가상현실 확장가

상세계 경연대회(VR 메타버스 콘테스

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확장가

상세계’가 교육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

으며, 분신(아바타)를 활용해 가상공간

에서 실시간 음성대화와 3차원 오브젝

트, 360도 영상 등을 활용하는 실감형 

수업이 몰입도를 높여 비대면·원격교

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가상현실 확장가상세계 경연대회」

는 국내기업이 개발한 가상현실 기반 

가상 원격교육․회의 솔루션을 대상으

로 하며 5월 26일(수)부터 6월 9일(수)

까지 솔루션 공모가 진행된다.

전문가 평가 후, 유튜브 영향력자(인

플루언서)와 구독자 및 실제 교육 현장

인 대학 강의에서 교수-대학생이 직접 

가상현실 강의실에 참여하여 체험해 

보고 우수 솔루션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 평가에는 안

될과학, 과학쿠키 등 과학기술 분야 유

명 유튜브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이 참

여할 예정이며, 수요자 평가는 숭실대, 

세종대 등 5개 대학교에서 체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구독자 체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

으며, 향후 구축 예정인 ‘가상융합기술

(XR) 플레이그라운드’ 체험관(9월예

정)에서 경연대회 선정 솔루션을 누구

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솔

루션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 한국전파진흥협회상장 각 1점과 상

금 총8백만원이 수여된다.

본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 공지사항

(www.ra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가상현실 디바이스 기반 가상 원

격교육․회의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기

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

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

관은 “확장가상세계 

시대에 물리적 시공

간적 한계 극복, 소

비방식 변화에 따른 

사 회 활 동  등 을  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

계 서비스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 

가능할 것이며 이번 

경연대회처럼 새로

운 시도를 통해 경

쟁력 있는 국내 확

장가상세계 서비스

에 대한 대중적 홍

보와 향후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

운 서비스들이 확장

가상세계 산업 상태

계  발 전 과  조 성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가상현실(V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경연대회 개최

충남남부SW미래채움센터(센터장 

김송자)와 협력기관 다빈치창의융합

연구소(소장 이수진)는 5월 20일 목

요일, 공주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구

체육관)에서 2021년 제2기 SW강사양

성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약 

한달 간의 SW강사교육과정을 시작했

다.

'SW미래채움'사업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리적·경제적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 초·중등학생들

의 소프트웨어 교육 불균형 해소 및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미취

업청년,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퇴직

자 등의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

이다.

올해로 2기 강사를 모집하는 SW강

사양성과정은 160차시의 무료교육을 

수료한 후 10개월 동안 충남 소프트

웨어(SW)미래채움 소속 강사로서 충

남 관내 초·증등학교 및 아동센터 등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교육을 운

영할 계획이다.

이번 SW강사양성과정은 충남 공주

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에

서 신청을 받아 충청남도 남부 지역의 

SW교육을 이끌어갈 예비SW강사 18

명을 선발했다.

SW강사양성과정은 초·중학생 SW

교육과정의 이해와 코딩강사 입문, 교

육용 프로그램언어(EPL), 자율차, 로

봇, IOT, AI 융합교구를 활용한 코딩 

실습 및 교안작성 등 역량강화는 물론 

SW관련 민간자격증 발급으로 강사역

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교육을 집중 

편성하여, 올해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융합교육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

했다..

김송자 센터장은 “작년 SW강사양

성과정 1기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이

번 2기 수강생들도 훌륭한 SW강사

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 SW교육

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충남

남부SW미래채움센터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협력기관 다빈치창의융합연구소 

이수진 소장은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 대면강의와 온라인수업

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며, 강사양성

과정이후 양질의 SW교육 운영을 함

께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

다.

2기 이서현 수강생은 인터뷰에서 

“교육기간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임

하여 SW강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프로

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가 될 수 있

도록 꾸준히 공부할 계획이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SW강사양성

과정은 160차시의 교육과정 수료 후 

SW미래채움 강사역량 확보자를 선발

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종 15명

의 SW강사를 선발한다. 수료식 이후 

약 2주간의 현장 실습기간을 걸쳐 오

는 7월 중순부터 양질의 SW교육 나

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채슬기 기자

충남남부SW미래채움센터,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불균형 해소 위해 노력할 것

2021 충남 SW미래채움사업 제2기 'SW강사양성과정' 교육 시작

국내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확산 및 우수 해결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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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해외문화

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코시

스)]은 5월 25일(화)부터 7월 15일(목)

까지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

크 코리아(Talk Talk Korea) 2021’을 진

행한다.

2014년에 외국인 7천여 명의 참여로 

시작한 이 공모전은, 작년 기준 170개

국, 4만여 명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공모전으로 발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다양한 시각과 감성으

로 표현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

모전, 8개 주제 동시 진행

올해 공모전은 오디션, 도전(챌린지), 

특별 등 3개 분야 8개 주제로 진행하며, 

기존과 달리 분야별로 공모 기간을 나누

지 않고 동시에 접수한다.

▲ 첫 번째 오디션 분야에서는 케이팝 

뮤직비디오(영상), 한복 화보(영상), 현

대 국악(영상)을, ▲ 두 번째 도전(챌린

지) 분야에서는 한국 장기자랑(짧은 영

상), 한국 전통문화(일러스트), 한국 순

간 사진(스냅사진)을, ▲ 세 번째 특별 

분야에서는 한국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영상), 해문홍(코시스) 캐릭터 이모티콘

(일러스트)을 공모한다.

새롭게 신설된 오디션 분야의 경우에

는 한류 스타, 국내외 누리소통망 유명 

창작자(인플루언서)들이 심사과정에 참

여하고,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로 그 과

정을 공개해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예정

이다.

참가자는 공모전 주제에 맞는 작품

을 제작해 공식 누리집(https://www.

korea.net/TalkTalkKorea)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더 자

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대일 문의도 할 

수 있다. 

주제별 1등 수상자 방한 초청, ‘케이 버

튼’ 상패 등 다양한 상품 제공

해문홍(코시스)은 누리꾼 투표를 포함

한 두 차례의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 총 128

개를 선정한다. 주제별 1등 수상자 8명

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간의 방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

든 수상자에게는 ‘케이(K) 배지’를, 주제

별 1등, 2등 수상자에게는 특별히 제작

한 ‘케이(K) 버튼’ 상패를 수여한다. 이 

외에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

릿 피시, 상품권 카드 등 참

가자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

을 마련했다. 공모 기간 중

에는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

보대사로 위촉된 ‘이달의 소

녀(LOONA)’가 사인한 음반

(CD)을 포함해 다양한 경품

을 주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

이다.

5월 25일(화) 오전 9시

에 공개되는 ‘이달의 소녀

(LOONA)’ 공모전 공식 홍보 

영상을 비롯해 수상작은 코

리아넷(www.korea.net)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에 홍보한다. 국내에서는 올

해 11월에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를 개

최할 계획이다. 

해문홍(코시스) 박정렬 원

장은 “매년 응모작 수가 늘

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류의 인기를 실감

하고 있다. 올해 새롭고 다양해진 공모

전이 한류의 해외 확산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하

는 오디션 심사와 특별 주제 참여에 대

한 기대가 크다. 응모작을 활용한 다양

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

혔다.

안수연 기자

전 세계가 참여하는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 시작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

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

백신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27일부터 

오후 1시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

병(바이알) 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어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

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

하게 된다.

특히 ① 예약 후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②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으

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추진단은 백신의 폐기량을 최

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네이버·카

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통해 인근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이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는 기능

을 개발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

흡한 점을 보완하고 6월 9일부터 정

식 운영할 예정이다. 

잔여백신 조회 방법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탁의료기관

에서 당일 잔여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

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

계 받아 지도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네이버)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에서 네이

버(www.naver.com)에 접속, 검색창

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카카오)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

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

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 모바일 카카오톡 9.2.0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 카카오 

맵은 앱 업데이트 필요

잔여백신 조회 화면에서 당일예약 

신청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 후 ‘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

청이 완료된다.

다만,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

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미 네

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알림 기능을 통한 당일예약 신청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된 경우 알림을 받아 당일 예약할 

수도 있다.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

하다.

잔여백신 조회 화면에서 접종기

관 선택 후 ‘알림 신청’을 누르면,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

에서 해당 접종기관이 등록한 잔여

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해당 알림 내의 ‘당일예

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

된다.

잔여백신 당일예약을 위한 조건

▲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 ▲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

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불가능하다.

잔여백신의 당일예약은 예약신청 

순서대로 완료되며, 당일예약이 잔여

백신량 만큼 완료된 경우엔 해당 접종

기관의 당일예약은 불가능하다.

박지호 기자

카카오톡·네이버앱에서 '잔여백신' 예약하세요…5.27일 오후 1시부터

▲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21 포스터

5. 25.~7. 15. ‘토크토크코리아 2021’ 개최, 수상작 총 128개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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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로 착각해서…" 버려진 마스크에 반려견 사망 사고 잇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센터장 육경

숙)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

건물로, 서울 도심 속에서 시민대상 

환경·에너지·기후변화에 관련된 다

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5∼6월을 

맞아 다양한 기후변화·에너지 체험교

육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참여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기후위기대

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요소

를 알아보는 ‘내가 꿈꾸는 에너지제

로하우스’, 직업체험 청소년 진로교육 

‘친환경건축가’, 태양광자동차를 만

들어 재생에너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재생에너지 교실’, 다양한 미션을 수

행하며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기후위기 실내 방탈

출’, 앱을 이용해 공원 내 장소를 찾아 

환경과 생태 미션을 해결하는 ‘에너

지티어링’,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기

후변화를 알 수 있는 그림자극 ‘숲의 

아이 드림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너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1층 드림갤러리에서

는 기후위기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

리는 기획전시 ‘기후위기, 오다’를 개

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가 개개인

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미 일

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전한다.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특별

전시해설과 함께 ‘나만의 기후위기 

이야기’로 플립북 만들기, ‘기후위

기 캠페인 피켓 만들기’ 등 기후위

기 비상행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환경

교육전문가와 일반 시민 대상으로 사

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과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

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환경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환경

부 지정 자격증이다.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현

장 실습 강의 등 총 150시간으로 진

행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

성과정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

교육센터와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공동 운영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솔라파크에

는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

를 위한 솔라미스트가 설치돼 4월부

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야외공간에 

마련된 솔라파크는 ‘에너지가 놀이가 

되고 놀이가 에너지가 되는 곳’을 주

제로 단순한 구조물 설치에서 벗어나 

놀이와 휴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

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람코 

코리아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솔라파

크는 태양광 쉼터, 솔라파인(디자인 

쉼터), 솔라미스트, 은하수마루 등으

로 구성돼 있다.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솔라미

스트는 기후위기대응 시설물로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분사된 구름 형태의 미

스트와 햇빛의 굴절에 의해 만들어지

는 무지개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

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즐겁게 경험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다.

박지호 기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민 대상 다양한 기후변화·에너지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특강·기획전시 개최

사용한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캠페인

영국에서 산책 도중 버려진 마스크를 

삼킨 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

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매

체는 생후 16개월의 코카스파니엘 반려

견이 산책 중 누군가가 버린 마스크를 

삼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을 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체셔주에 사는 

엠바 폴의 가족은 자신들이 키우던 반려

견 '오스카'가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았다.

이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 오스카는 마

스크를 삼킨 탓에 패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는 폴에게 "3~4

일 전 산책을 할 때 먹이로 착각해 삼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

스카는 마스크 속 콧등 부분의 철심이 

장기를 관통해버렸던 탓에 수술대에 올

라서도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매

체들은 오스카의 사연을 전한 주인 폴이 

"마스크를 길거리에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폴

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나 쓰레기통이 

있다. 집에 가져가서 버릴 수도 있다"며 

동네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라는 내

용의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이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해 

삼키는 사고는 세계 각국에서 종종 발생

하고 있다. 마스크는 잘 녹지 않을 뿐 아

니라 철심이 박혀 있어 동물들의 장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에 반드시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한다. 미국 터프츠대의 동

물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마스크를 삼킨 

개 10여 마리가 수술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양희 기자

▲ 마스크를 삼키고 숨을 거둔 강아지 오스카(왼쪽), 마스크를 제대로 버려달라고 호

소하는 포스터(오른쪽).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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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PNN사람과뉴스 제작,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아래 진행

되며 타 매체 및 블로그 등에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지합

니다. 

또, 실종아동 등의 사진 등 신상정보사항을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에 영리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복사ㆍ게

시ㆍ배포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NN실종아동찾기캠페인]

유채빈(여,당시1세), 모영광(남,당시2세) 함께 찾아주세요

● 아이이름 : 유채빈 (여, 당시 1세 / 현재 19세)

● 실종일자 : 2003년 11월 22일 (토)

● 실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 신체특징 : 키 90cm, 체중 15kg, 왼손등에 화상자국, 

              보조개 있음,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

● 착의사항 : 흰색 쫄쫄이 바지, 밤색 구두, 분홍색 스웨터

● 제보처   : 경찰청 국번없이 182

● 자료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 아이이름 : 모영광 (남, 당시 2세 / 현재 19세)

● 실종일자 : 2003년 10월 10일 (금)

●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 신체특징 :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 착의사항 : 회색 츄리닝 상하의, 운동화

● 제보처   : 경찰청 국번없이 182

● 자료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글:천공/그림: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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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4차 산업혁명 전문 미디어

최신
뉴스

보기 

※ 본 홍보물에 기재된 CG 및 이미지 컷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

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68-4924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예약 필수! ] 

색다른 쇼핑과 예술의 경험 

고덕국제신도시 최중심
신개념 쇼핑문화공간

팝아티스트 '크랙앤칼'이 선보이는

신개념 쇼핑문화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