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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둘러싼 전 

세계 예술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월 11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

서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라는 작품이 6930

만달러(약 785억원)에 팔렸다. 독학으

로 미술을 배운 ‘비플’이라는 예명의 디

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은 이 작

품이 팔리며 단숨에 생존 작가 중에서

는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

어 3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작가

가 됐다.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은 액자에 

담긴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300메가

바이트(Mb)가량 용량을 가진, 1개의 컴

퓨터 JPG 파일이었다.

최근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주목받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디지털 콘텐츠로, 복제

가 불가능해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불린다. 원래 디지털 아트는 무한 복제

가 가능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

식됐지만 원본성과 소유권을 담보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는 토

큰 중에 하나로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이다. 그렇

다면 이 토큰은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

평택, 서평택의 미래를 조망
한다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자영근로자="셀프노동자"

2022 달라지는 주요제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에너
지제로 협동조합

퓨전360 따라해보기

손톱으로 보는 내 몸의 건
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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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토큰 내고 메타버스에 올라타자!

▲ NFT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플의 디지털 아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 3면으로이어집니다.

Contents
오징어게임 상금보다 비싸게 팔린 디지털 아트가 785억?

2022년 2월 9일
4차 산업혁명 전문 미디어

최신
뉴스

보기 

  2면 / 매년 받는 군소음 피해보상 위해 뛰는 대표 시의원 이관우

   모델하우스 : 안중읍 현화리 651-78 (안중홈플러스 앞)          분양문의  |  031-681-7117

평택화양신도시 서희 센트럴파크 2차  마감 임박 !!

대박을 원하는 마지막 30분만 모십니다 (65TV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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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단지, 평택항 확장
풍부한 개발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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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는 군소음 피해보상 위해 뛰는 대표 시의원 이관우

삼성전자, 2021년 연간 매출 279.6조원, 영업이익 51.63조원 기록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76.57

조원, 영업이익 13.87조원의 2021년 4분

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1년 연간으로는 매출 279.6조원, 

영업이익 51.63조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

데서도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경쟁력

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2021년 4개 분기 모두 해당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4분기 매출은 76.57조원으로, 폴더블

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 연

말 성수기 TV·가전 판매 호조 등 세트 

사업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87조원, 영업이

익률 18.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특

별격려금 지급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메모리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연말 마케

팅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95조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크게 개선됐다.

2021년 시설투자는 48.2조원이었으

며, 사업별로는 반도체 43.6조원, 디스플

레이 2.6조원 수준이다.

메모리는 EUV 기반 15나노 D램, V6 

낸드 등 첨단공정 수요 대응을 위한 평

택·시안 증설과 공정 전환, 평택 P3 라

인 인프라 투자 등을 중심으로 시설투자

가 진행됐다. EUV를 포함한 차세대 기

술 적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메

모리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파운드리는 평택 EUV 5나노 첨단공정 

증설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됐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모듈과 QD 디스

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투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CES 2022 기조 

연설에서 ‘미래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tomorrow)’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활동을 발표했다.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품을 사용함으로

써 소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이관우(국민의힘) 평택시의원은 군소

음대책으로 국방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

본계획  수립과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

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해당주

민들에게 그 목적을 알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에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북부지역 군소음 보

상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

민 알 권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군소음보상법(20.11.27.)시행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소음대책 지역 거주 주민

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 지자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할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

당 지역 주민에게 22년부터 매년 보상

금을 산정·지급하는 제도이다. 평택시의

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

렴과 방안제시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고 취지를 밝혔다.

군소음보상 대상은 2020.11.27.~

2021.12.31.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며, 신청 기간은 2022. 1. 3.~2. 28. 

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K-55 소음 영향도 조사 지역은 1차 

측정 20.10.28.(수)~11.4.(화), 2차 측

정‘21.5.7.(금)~5.14.(금) 총 14개소(고정

식 8/ 이동식 6)이며, ㈜삼우에이엔씨 

업체가 실시했다.  대상지역은 서탄, 진

위, 신장1‧2동, 송북, 지산, 서정동 일원

이다. 

이의원은 “간담회 참가자들이 많은 지

역이 제외되어 있다. 평생 거주한 우리 

국민도 이제 겨우 쥐꼬리만큼 받느냐 마

느냐 하는데 일하러 온 외국인한테도 주

느냐며 주민들 불만이 생각보다 컸다.” 

라고 밝혔다. 

군 보상감액 기준법은 소음대책 지역 

지정기준(시행령 제2조 제1항) 보상금

액 지급기준(시행령 11조)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동일

하게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기로 합의

하여,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정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이다.

예를 들어, 올해 TV 등 디스플레이 제

품을 제조할 때 지난해 대비 30배 이상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고, 2025

년까지 모든 모바일과 가전 제품에 재활

용 소재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1년 12월 글로

벌 지속가능경영 연합체인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디지

털 포용성 평가(Digital Inclusion 

Benchmark)’에서 세계 4위에 선정됐다.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추구하는 ‘AI 

윤리 원칙’ 공개와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한 기

술혁신 생태계 기여 등에 대해 높은 평

가를 받은 결과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환경부 주관 ‘사업

장 폐기물 감량 시범사업’에 참여해 사

무실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 원·부자재

의 포장 최소화 기준 수립, 폐기물 순환

자원 전환 노력 등 폐기물 저감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기흥사업장이 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실적 성장과 함께 환경

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선도 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감을 갖고 ESG 경영을 지속 강화할 방

침이다. 

신지훈 기자

부가 군용비행장 소음소송 대법원 판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기초

로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이 의 원 은  “ 군  소 음 보 상 법  시 행

(‘20.11.27) 이후 소음피해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

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

또한 “법 시행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감액 기준을 들이대고 그걸 시민

들이 알아서 소송하라고 하면 안 된다. 

평택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법률접수 전

담팀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알

리는데 더욱더 힘써 줬으면 좋겠다." 라

고 밝혔다. 

평택시 담당자는 21년도-62건, 22년

도 올해만-4회에 걸쳐 공문발송을 통해 

군용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다

양한 유형의 민원사항인 비행경로 변경, 

저공 및 야간비행 자제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소음대책 마련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함께 감액 기준을 없애고 보상

가액대로 실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

히 요청했음을 밝혔다.

감액기준 및 자세한 문의 접수는 평택

시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031-

8024-5321)로 하면 된다.

안근학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 보상기준 및 보상 대상자(추정) 22년도부터 매년 지급 )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외국인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별 보상금액 6만원 4만5천원 3만원

K-55
보상대상자(추정) 371명 1,995명 49,179명 4,992명

K-6
보상대상자(추정) 66명 4,378 2,560명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매출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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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까?

이더리움·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

우, 해킹 등의 불법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채굴’이라고 말하는 방식으

로 똑같은 코인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

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만 해도 약 2,000

만개가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NFT의 경우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해 원

본이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화폐는 무

수히 많은 숫자를 발행 가능한 지폐와 

유사하며, NFT는 레오나르도 다비치

의 ‘모나리자’와 같은, 원본이 1개 밖에 

없는 디지털 수집품이라고 이해하면 쉽

다. 

이런 NFT의 대체 불가능하고 외부

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은 곧 ‘희

소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때문에 현재 NFT는 미술품, 게임, 음악 

등 저작권이 중요한 다양한 디지털 자

산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 받

으며 높은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NFT의 인기는 여러 산업으로 퍼져 

패션, 스포츠,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열풍을 불러왔다. 광고, 홍

보,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또는 비즈니

스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NFT 트렌

드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

다.

NFT 시장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2019년 1억4000만달러(약 1621

억원)였던 NFT 시장 규모는 2020년 3

억4000만달러(약 3936억원)로 2배 이상 

급성장했다.

예술작품과 같은 희소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 MZ세대가 NFT 투자에 지갑을 열

고 있다.

타코벨은 패스트푸드 업계 최초로 다

섯 명의 작가와 협업해 이미지와 영상으

로 된 NFT 아트를 판매했다. 이 작품들

은 모두 판매 개시 30분 만에 전량이 매

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NFT 플랫폼 미르니는 일러스트레이

터 이공의 ‘체리파이 NFT’, 일러스트레

이터 보트의  ‘오디너리 피플(Ordinary 

people)’ 등 다양한 국내 크리에이터의 

작품을 미르니와 오픈씨에서 동시에 출

시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NFT가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NBA탑샷(NBA Top Shot)

은 NBA 주요 영상을 라이브카드 형태의 

NFT로 만들어 판매한다.

나이키는 운동화 정보를 NFT로 만드

는 특허를 등록했다. 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신발의 고유한 NFT도 함께 받는

다. NFT를 통해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

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정판 신발 거래 플랫폼 ‘프로그’는 

신발 정품 인증 서비스에 NFT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 신뢰도를 높였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코로나로 팬들

과 대면 소통이 힘들어진 시기에 NF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

고 있다.

영국 BBC는 드라마 닥터 후(Doctor 

Who) 캐릭터가 담긴 NFT 카드를 출시

했다. 국내 아이돌 그룹 에이스(A.C.E)는 

한정판 포토카드, 사진, 뮤직비디오 등이 

담긴 상품을 출시했다.

게임분야에서도 NFT 출시가 활발하

다.

지금까지 게임의 주된 목표는 단순히 

재미를 얻거나 상대방과 경쟁해 승리하

는 것이었다면 게임에 NFT가 도입되면

서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 시

작했다.

마인드 바이러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이 적용된 게임 핌라이드를 하

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NFT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개

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상과 현실

의 경계가 무너지는 메타버스 시대가 본

격화됨에 따라 유형 무형 자산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NFT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NFT 기술을 잘 활용하면 기업은 소비

자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다. 특히 MZ세대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념품이나 굿즈 등 다양한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있고, NFT를 사

용한 모바일 광고 캠페인을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다. 또한 NFT 기

술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개인화된 선물, 

바우처를 제공할 수도 있다.

NFT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시도해보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NFT는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기대해본다.

오치훈 기자

▶▶▶ 1면에서 이어집니다.

▲ 보트 작가 NFT ‘오디너리 피플’ 콜렉션의
작품 한 점 ▲ 블록체인 게임 ‘핌라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 CF 영상 갈무리

▲ 프로그 제공 NFT 인증서를 실물로 만든 이미지 카드. 행사 기간 매진됐다.

분양문의 | 1668-4924

365일 24시간 불야성 위락상권

행정타운 중심 상권 프리미엄

고덕신도시 20만명 풍부한 배후

위락 & 숙박 연계효과 (5층 6층호텔)

선착순…엄청난 혜택을 잡으세요

평택 고덕 최고 위락상가  나이스타워나이스타워120만평 
삼성전자 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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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달 궤도선)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열

린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

장 참관의 특전이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오

전 10시부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 장을 여는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

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

민국 국민 누구나 모바일 또는 누리집

(www.kari.re.kr/kplo)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종료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기정통부장관상) ▲우수

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

금 50만원)을 시상하고, 국민 선호도조

사 참여자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상품

권 1만 원을 증정한다.

특히 대상 당선자 1

명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외에 미국에

서 발사 예정인 달 궤

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또는 상금 300

만 원의 특전 기회가 

제공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궤

도선의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4

월 말 응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

한 이래로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

사적인 시간을 맞이

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현재 우주환

경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발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달 탐사선에는 임무수행을 위한 5

개의 탑재체와 나사(NASA)의 섀도 캠

(Shadow Cam)이 탑재돼 있다.

오는 8월에는 달 궤도선을 스페이스 

X사의 팔콘-9 발사체에 실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4개월여 동안의 궤도

비행을 거쳐 12월 달 궤도에 도착한 이

후 내년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

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

관은 “달 궤도선은 성공하면 우리나라

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

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전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

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

원 홍보실(042-860-3611)

민희윤 기자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2월 28일까지 대국민 명칭공모전…대상 당선자에 8월 발사참관 특전

2021년 ESG 트렌드는 ‘환경’, 주요화두는 ‘탄소배출’, ‘온실가스’

소셜 데이터 440만 건 분석, 2021년 ESG 관련 소셜버즈 44% 증가

광고 및 구독문의
031-681-7117
   www.pnnews.co.kr

최근 ESG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로 급부상하면서 2021년 국민의 ESG

에 대한 관심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커뮤니케이션그룹 KPR(사

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

니케이션연구소가 최근 매스미디어

와 SNS (트위터·인스타그램)와 웹

(블로그·커뮤니티) 상의 빅데이터 

약 440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21

년 ESG (Envi ronment·Soc ia l 

Responsibility·Governance) 관

련  언 급 량 은  2 4 2 만 3 0 0 0 건 으 로 

2020년(167만8000건)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

혔다.

ESG 관련 담론을 분석한 결과 2020

년 상반기에는 방송가와 유통업계

의 노동환경 이슈가 주로 거론됐고, 

2021년 하반기에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행위)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ESG 개별 요소에 대한 2020년 언

급량은 환경(E) 29.7%, 사회적 책임

(S) 52.3%, 지배구조(G) 18%이었고, 

2021년에는 환경(E) 40.3%, 사회적 

책임(S) 40.7%, 지배구조(G) 19%이

었다. 사회적 책임(S)의 비중은 2020

년에는 52%로 가장 높았지만, 2021

년에는 환경(E)에 관한 관심의 증가

로 사회적 책임(S)과 유사하게 나타

났다. 반면 지배구조(G)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다른 요소에 비해 낮았

다.

ESG 관련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수소 경제 △메타버스 

△MZ세대 △제로웨이스트가 새롭게 

연관어로 떠올랐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주요 연관어

는 △미래 △기술 △투자 △발전 △국

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ESG

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기업 경영의 방

향성임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탄소배출(241%)’, ‘온

실가스(198%)’ 등 환경과 관련된 언

급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

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키워드 언

급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

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

은용 소장은 “2021년 최대 화두로 떠

오른 ESG에 대한 소셜버즈 분석을 진

행했는데, ESG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

량이 증가했고 특히 환경에 대한 언급

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ESG

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

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심을 두

고 지켜본다면 ESG 실천이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현 기자

KPR,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본 ESG 주요 언급량 분석 발표

▲ 대한민국 최초 달탐사선 명칭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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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하면 미군기지와 삼성반도체가 

연상 되지만 이외에도 미래핵심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는 

중으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서평택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및 수소복

합지구 조성 사업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

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이끌며 지

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먼저 평택 중심에 위치한 고덕산업단

지에 있는 삼성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지난 2015년

부터 1캠퍼스(P1) 공사를 시작해 2017

년 준공했으며, 2018년 P2도 상업 가동

을 시작했다. 여기에 현재는 P3공장 신

축 공사가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

로 진행 중이며 4~6공장도 예정돼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통한 평택시 일대의 경

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북부에 

위치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현

재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3만㎡에 산업단지와 주

거시설, 대학,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

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산업단지

가 완공되면 1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한동안 저평가

됐던 서평택 일대가 국가 차원의 미래산

업 중심지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수출입 항구

인 평택항의 특성을 살려 물류산업과 미

래산업으로 꼽히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와 수소복합지구 사업을 추진

하고 있어 관심과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최첨단 소·부·장 산업단지 포
승(BIX)지구

포승(BIX)지구는 현대모비스가 350억

을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도 짓기

로 하였고, 영신금속공업(주), 조양메탈

(주), (주)이화산업, 솔텍 등 4개사는 평

택시와 445억 규모의 전기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친환경설비의 제조시설 건

립을 협약하였으며, (주)스마트켐, (주)

JPC, ㈜성우이에스, ㈜인찬 등 소·부·장 

기업 4곳은 평택시와 565억 규모의 ‘평

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

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기지 안중역
물류분야에서도 이케아코리아 등 물

류 외국 투자기업 5개사와 7,506억 규모

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신

세계건설에서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연

면적 약 19만2천㎡ 규모의 1,647억이 투

자되는 포승물류센터 수주를 발표하면

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물류기지 기반조성 사업의 척도는 철

도와 도로망의 구축인데 3개의 노선이 

중첩되는 안중역을 개통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평택항을 출발한 지선이 안중역과 연

결되어 평택항으로 들여온 화물을 18개 

노선으로 전국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계

획되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89.2km)

은 총 3조9,2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

여 화성, 평택(안중역), 아산, 당진, 예산, 

홍성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된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KTX)를 직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

도망 구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안중역

에서도 서울역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018년에 서해선 복

선전철과 포승~평택 간 산업철도가 지

나는 안중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

발의 필요성과 주변인접 지역의 계획

적개발을 위해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을 수립했다. 안중역 일대(대반리, 삼정

리, 송담리 등) 2,350,000㎡(약 71만평) 

규모의 개발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

조 5,09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2028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항구 평택항
또한, 경기도와 평택시는 2021년 7월

에 정부로부터 부지 내 소규모, 중대규

모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 수소교통복

합기지 공모사업, 수소생산 국산화기술

개발 등 4개 사업 총 1123억원의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하였는

데, 이는 한국서부발전, GS칼텍스 등 16

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6,400억을 직접 투자하며, 

향후 관련하여 1조 2,000억의 투자가 이

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향후 건설되는 수소항만에서는 항만 

물류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대

체하며 항만 내 수소를 활용하는 물류트

럭, 야드트랙터, 하역장비, 화물기차, 선

박 등, 수소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평

택항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까

지 30% 저감하고, 2040년까지는 100% 

저감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항만배후산업단지에 수소기업들

이 입지하면 3조 88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년간 2만 5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40년이면 미세먼지 수준이 높은 기존

산업 체계가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재편

하게 되며. 평택항 일대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그린 항만으로 거듭나

게 될 전망이다.

이순재 기자

지 역 5

평택, 서평택의 미래를 조망한다

▲ 평택 중심에 위치한 고덕산업단지에 있는 삼성 평택캠퍼스 

▲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항구 평택항

▲ 물류산업과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수소복합지구 조감도

분양문의 | 1668-4924

국제학교, 특목고, 초,중,고
예술의전당, 박물관, 중앙도서관 
20만평 함박산 근린공원, 수변공원
배후 4만세대 항아리 상권
365일 휴일없는 상권

고덕신도시 2단계 좌교역 에듀타운! 교통.교육.문화생활을 한번에~
평당 3300 독보적 분양가

고덕메디컬 센터고덕메디컬 센터
교육과 문화생활을 

1분 거리에서 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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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칼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

대 교수)는『4차 산업혁명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 및 체감도, 연상 이미지, 

미래 전망 및 정부 대응 방향성 등을 확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대중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

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0명 중 9명

(89.1%)이며, 10명 중 6명(62.4%)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은 10명 중 

7명(73.1%)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말과 비교하였을 때 ’21년 말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인식과 체감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연상이

미지로 ’20년에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로봇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1년

에는 메타버스가 주요 단어로 떠올랐고, 

플랫폼, 헬스케어, 경제 등 다양하게 나

타났다.

디지털 전환이 국가, 사회, 기업, 개인

차원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와 미래 전망을 물어본 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교

육·사회복지 환경 개선, 일상 생활 개선

과 경제적 풍요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전망한 반면, 국가 간 갈등과 개인정

보 침해,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가

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분야로는 

‘병원/의료/헬스케어’를 꼽았고, 

정책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로

는 ‘재난 및 방역’, ‘치안/안전’, ‘교통 및 

물류’,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선택하였

다.

국민의 10명 중 8명(83.7%)은 4차 산

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대응해

야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답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

는 지원정책으로는 ‘교육·훈련 및 컨설

팅’(73.7%)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국민의 10명중 6명(60.5%)은 4

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

이 경제 성장 및 국민의 질적 향상에 기

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65.8%이었다.

이수진 기자

    4차위,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고, 7명이 변화를 체감해
코로나19 이전 ‘19년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다는 국민은 10명 중 6명에서 ‘21년 9명으로 증가,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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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총 13,562명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학생

중심·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을 미래교

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교육공동체가 직

접 뽑은 공모교장 65명을 임용했다.

또, 교육전문직원 29명을 증원해 ▲탄

소중립기반 학교 환경 조성, ▲고졸취업

과 직업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조성, 

▲교육회복, ▲경기형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지

원한다.

교원 인사발령은 총 13,334명으로 ▲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

직 13명, ▲교(원)장 중임 전보 16명, ▲

교(원)장 중임 113명, ▲교(원)장 전보 

139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41명, 

▲공모교(원)장 65명, ▲교(원)장 파견 2

명, ▲교(원)장 승진 197명, ▲장학(교육

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2명, ▲교

(원)감 전보 62명, ▲교(원)감 승진 252

명이다. 

다만, 유·특·초·중등 교사 복귀(직) 

527명, 전보 8,399명, 타시도 교류 337

명 인사는 오는 2월 3일, 그리고 신규교

사 인사발령은 중등교사 임용예정자 최

종 합격 발표일인 10일에 맞춰 진행한

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6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4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직속기관 부

장 2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 및 전보 

5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17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100명, 장

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2명으로 총 

228명이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길

어진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일상과 교육

을 회복하는 최고의 동력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협력”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 곳곳에서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갖

춘 인재가 제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경기도교육청, 3.1 자 교원 교육전문직원 13,562명 인사 단행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

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

(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

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모

바일 신분증은 있었으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이

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를 소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본인 명

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

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

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

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

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은행만 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일일이 신분증

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분실 위

험이 적으며 온라인에서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확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에는 사진과 주민번호 등이 한

꺼번에 노출되지만 모바일운전면허

증의 경우 차량 렌트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 제시할 수 있다.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

분증 위에 움직이는 태극무늬를 확인

하거나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각 표시

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 별

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QR코드를 

비추면 위조 여부가 구분된다.

만약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담긴 단

말기를 분실할 경우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 되지 

않는다.

처음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인 만

큼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

만, 정부 당국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

보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

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

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

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

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6개월의 시범기간

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

대 시행될 예정이다.

박명오 기자

7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오는 7월 전국 확대 예정

교사 전보는 2월 3일, 신규교사 인사는 10일 발표 예정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광고 및 구독문의
031-681-7117
   www.p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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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자영근로자=셀프노동자 인정하라! 
�자영업자 생존권 촉구'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외침�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위원장 봉필

규,  이하 한자노)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상인연합회(회

장  이충환, 이하 경상연)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

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100%를 

보상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지속 가능한 연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월 29일엔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각 도지부, 시군지회 신규 

위원장  들이 속속 결집해 단합된 힘을 

보였던 한자노는 이번에 경상연과 함께 

더 확장된  규모로 정부와 국회, 대선후

보자들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정책 제안을  밝히며 강경 노선을 

천명한 상태다.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봉필규 위원장

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자영업자는 코

로나 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

다”며 “계속된 정부의 보여주기식 방역

정책과 K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

영업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사원들은 생활에 제약을 

받아 힘들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온몸으로 코로나

19를 버텨내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인 손실보상 정책을 요구했다.

봉 위원장은“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

로기준법 적용 역시 소상공인들과 자영

업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논의되는 일방

적인 노동계의 주장”이라며,“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

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면, 자영업자는 무슨 여력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나”라며 대안 없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만 가

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들이 나이를 먹어 현역에서 은퇴

했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

다.” 라고 토로했다. 

이어 “젊어서 열심히 벌은 거 10년 동

안 골골하다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죽는

다.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상인들도 고

용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이다. 경사노위 

나가서 연구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맞

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자노는 7대 정책 제안으로 △자영

근로자 노조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번 적용 제고, △자영업자에 대

한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정책 시행, △

업태,업종 불문하고 자영업자에게 확실

한 손실보상금 지급, △한국자영업자노

동조합과 정기적 회의 마련, △자영근로

자 노동연구소 설립 △방역패스 시간제

한 철폐 등의 내용을 주요 교섭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측과 협상을 벌여나간다

는 계획이다.

노조법에서 제시한 근로자의 3대 권

리는 단결권(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동조

합 조직 및 운영), 단체교섭권(노동조합

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교섭), 단체행

동권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위한 단체 

행동 가능) 이다. 이 근로3권의 존재로 

인해 노동조합의 설립부터 관리, 해산까

지나라로부터, 그리고 회사로부터 당당

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한국노총의 인

준증 제18호 (사회연대본부 한국자영업

자지부) 의거 법내의 노동조합을 설립했

다. 이에 3권의 해석하는 바에따라 단결

권 과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법이 단체교섭권에 대하

여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2020년 초

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존의 애

매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영업

자를 노동법의 무대에 등장시켰다. 지금

까지 노동법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관심

을 갖는 경우는 이른바 종속적 자영업자

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

로 종속된 1인 자영업자, 흔히 “특고” 라

는 약칭으로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좀더 나아가면, 형

식상으로는 점포의 사장님이지만 가맹

본부의 통제권에 구속되어 있는 탓에 사

장님으로서의 진정한 독립성은 영위하

지 못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사례도 포함

될 수 있겠다. 이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바로 그 종속성으로 인해 노동법의 관심

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종속성보다는 독립성이 상대

적으로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자영업자

는 여전히 노동법의 관심 밖에 놓여 있

었다. 2021년에 “업자”가 아니라 자영근

로자=“셀프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

식하기 시작한 것 은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 탄생하면

서 그 의미를 둔 것이다.              

안근학 기자

▲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임시총회 및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참여한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집회현장  [사진제공 :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봉필규 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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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소도시-수소항만’을 연계 조성하

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제1호 경기도

형 수소기반 탄소중립지구’로 그린수소 

수입을 위한 인수기지 도입 계획도 함께 

수립해 오는 2040년까지 수소 항만조성

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

은 2021부터 오는 2040년까지 기간을 3

단계로 나눠 평택항 원정지구, 만호지구, 

포승지구, 현덕지구 등에서 1. 소융복합

단지 2. 수소도시 3. 수소항만 등을 단계

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평택항이 변한다 
먼저, 1단계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수소

생산 및 기업유치 2019~2024, 포승읍 원

정리 1229 일원/109,046.2㎡)으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및 출하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수소생산 및 액화, 수소연료전지발

전, 탄소포집, 수소제조전문기업 등 유통

센터가 결합한 수소 전주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

선 평택항, 도시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까지 이어지는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

해 이산화탄소 없는 도시 에너지전환 및 

수소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단계는 수소도시 조성(수소에너지전

환 2022~2025, 포승읍 원정리 105-44 일

원/115,500㎡)으로 만호지구와 현덕지구

에서의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구축한

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소특화단지

의 냉‧온수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

고 미래농업과 수소경제 체험 테마파크

를 조성한다. 또한 인근 만호지구 및 현

덕지구 도시개발계획시 수소를 활용하

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

민과 함께 체감하는 수도도시 조성은 문

화와 에너지전환이 실현되는 경기도 대

표 브랜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3단계는 수소항만 조성(수소배

관으로 공급된 수소 활용한 탄소중립 

2021~2040, 평택항 배후항만단지, 경제

자유구역, 평택호 관광단지)으로 기존 화

석연료사용 항만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는 항만조성에 주안점을 두었

다. 특히 물류트럭, 야드트랙터, 하역장비, 

선박, 화물기차 등 주요 시설 수소전환, 

그린수소수입기지 유치 등에 주력한다. 

지구 ‧ 단지별 조성 계획안으로는 원정

지구(수소특화단지)는 수소생산 및 액화, 

수소연료전지발전, 탄소포집·활용, 수소

용기제조 전문기업 유통센터가 결합된 수

소 전주기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도와 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

스기술공사, 서부발전 등 수소산업 대표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이 6,4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송진철 기자

9지 역

탄소세 폭탄이 다가온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

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탄소배출이 큰 제조업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탄소세)를 부과할 지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다. 

‘탄소세’란 탄소를 함유한 제품과 제조

공정 중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 등의 탄

소량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

재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

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게 인센티브

가 주어질 움직임이 나오며 탄소 배출 감

축을 위해 무역에서 관세를 확대하는 분

위기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소위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에 대해 세계무역 흐름

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세계무역 규칙을 훼손하고 무역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

다. 이에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또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수소가 미래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감축 정책 및 탈

원전 정책과 더불어 2021년 <수소 선도

국가 비전>을 발표하였다. 2020년도에 탄

소중립 선언에 이어 탄소중립 방법으로 

수소산업을 활성해 나갈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는데 선진국 중에 탄소배출 비중

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활성화

를 통해 탄소중립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

다. 수소경제 성과로는 19년 수소경제 활

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계 최초 수

소법 제정을 시행하였고, 수소경제 6대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수소경

제위원회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수

소경제 선도 예산을 2021년 7조 3,000억 

원에서 11조 9,000억 원으로 4조 6,000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 인프

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0% 이상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2020년 1%인 수소발전을 2030

년에는 7%로, 2050년에는 20%로 20배로 

늘리고 태양열, 풍력 등 그린에너지 사용

을 적극적으로 늘려 화석연료발전 비중

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최초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일대를 대

한민국 최초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할 것을 선포하고, 2021년 7월 26일 

경기도청에서 2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

업과 함께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

을 위한 투자협약’과 ‘경기 평택 수소기

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 평택시에 ‘수소산업단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수소 경제 - 소수만 아는 평택항 수소 이야기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활동할 ‘제15기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현재 평택시 거주 또는 평

택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다.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

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

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청소년 기구

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평택시 청소

년 정책제안대회 PT SHOW, 평택시 

청소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평택

시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예산위원으

로 활동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된다.

14기 박초원 위원장(한광여고 2)

은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복지

와 행복은 결국 청소년이 제

안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평택의 많

은 청소년들이 정책참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참여활

동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

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누

리집(ptycc.kr) 공지사항에

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

성하고, 오는 2월 19일(토)

까지 전자메일(pyf01515@

pyf.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

8024-5433)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정희 기자

‘제15기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사람과 뉴스 │ 2022. 2. 9

해양수산부

산림청

정 책10

2022 달라지는 주요제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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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

우 처벌된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

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

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

용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시행일: 2월 18일,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 3월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

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

응기금이 설치된다.

시행일: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15조, 제69조

◆ 4월

- 더 많은 아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시행일: 4월 1일,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데이터’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이 

마련된다.

시행일: 4월 20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8조, 제

24조

◆ 5월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시행일: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6월

-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도입된다.

시행일: 6월 1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및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

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의무화된다.

시행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14조

곽재근 기자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

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

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

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

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

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

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

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

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

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

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

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

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

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수연 기자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시행은 1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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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Environment)과 사

회적 책임(Social) ,  기업 지배 구조

(Government) 앞 글자를 딴 단어인데, 

세 가지 책임을 충실히 하는 ESG경영

이 작년 한해 화두였다. 올해도 여러 기

업대표들이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새

해 신년사를 ESG를 주제로 시작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활동을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ESG의 핵심은 이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업 이윤

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ESG는 비재무

적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가 까다롭지만 

이를 계량화 해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하다.

기업들은 이제 무조건 돈만 벌면 된

다, 수익만 남기면 그만이다 라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경영하

며, 소비자들 또한, 무조건 싸고 좋은 제

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던 이전의 단순

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생각

하고 이에 기여하며 경영을 하는지를 선

택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되었다. 

사람과뉴스에서는 ESG경영을 실천하

고 있는 기업을 찾아 직접 탐방하고,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소개하고자 수원시에 위치한 ‘에너지제

로협동조합’을 찾았다.

에너지제로협동조합(대표 김영식, 이

하 에너지제로)은 7개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지난 

2014년 11월 설립됐고, 201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설립 후 현재까

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제로는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조명을 바꿔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했다. 혼자서 전등을 교체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연간 40~50가구

의 조명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까

지 총 300여 가구의 조명을 LED로 교체

했다고 한다

2020년 부터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

으로 수원시에 있는 3개 고등학교(삼

일공고, 삼일상고, 매향정보고)를 선정

해 총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

다. 동시에 학교 시설 보완작업도 진행

했다. 또한 도제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평일 2~3번 고등학교 전기과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학생들에게는 방학동안 아르

바이트를 하며 학점도 딸 수 있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2021년에는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와 에너지제로가 수원시 사회적 경제 기

업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함

으로써 판로개척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

고자 MOU를 맺었다. 

김 대표는 “수원시 여성인력개발과 협

력하여 인력 모집 및 에너지제로에서 강

사를 파견하여 쇼호스트 양성을 도모하

고, 경험이 풍부한 쇼핑호스트들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 제

공하는 것이 취지이

며, 또한 사회적 기업

과 연계하여 수원시 

사회적 경제 기업 제

품을 라이브 커머스

를 통해 판매함으로

써 판로개척 및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꾸준히 사회

에 공헌한 내용을 인

정받아 수원시가 개

최한 ‘2021년 사회적

경제인의 날’ 행사에

서 사회적경제 경쟁

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한 기업으로 에너지

제로협동조합이 선정

되어 수원시장의 표

창을 받게 됐다.

에 너 지 제 로 는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

경영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관

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2021년 

8월 수원의 사회적기

업 최초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

했다.

2021년 지속가능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4가이드라인

을 준수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재

구성했으며, 동시에 환경(에너지 절감과 

고효율 조명장비 개발, 불용품 매입 및 

재활용 등), 사회(어린이집 및 취약계층 

LED 조명 지원사업,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등 ), 지배구조(협동조합으로서 7

개 조합사의 조합원의 권리와 이사회 구

성과 활동, 감사제도, 이익배당 등)에 대

한 사회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자 ESG 

분류 체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 밝히고, “회사 홈페이

지 소개에도 나왔듯이 총 소득의 70%

이상을 사회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을 위해 사용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를 굳건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ESG(환

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

다.

오치훈 기자

ESG 경영을 실천하는 에너지제로 협동조합

▲ LINE 조명 : 원하는 길이와 컬러로 시공하는 인테리어 LED 조명

▲ 2021.11월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에너지제로협동조합 라이브커머스 판로확대 상생협약 

MOU 체결식

▲ 2021.12월 수원시 주최 ‘2021년 사회적경제

인의 날’ 행사에서 수원시장 표창을 받는 김영

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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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양인가?
화양 신도시는 현재 개발과 입주가 한

창인 포승(BIX)지구와 확장공사 중인 

평택항의 배후단지로 2만세대, 5만명이 

거주를 예상하여 지구단위 개발계획되

어 공급되는 주거, 교육, 행정, 문화의 중

심지로 개발되는 2,791㎡(84만평), 여의

도 면적의 신도시이다. 

이곳 중심에는 서구청(현 안중출장

소)의 이전이 확정되어 자리 잡을 예

정이고, 500병상 이상의 대형의료병

원이 유치되며, 상업지역으로 구성되

어 평택시 서부지역의 문화, 행정 및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신

도시 안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

곳, 고등학교가 2곳이 개교할 예정이

며, 교통에 있어서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톨게이트가 지근거리에 있고, 

서해선과 더불어 평택경부고속철도

(KTX)를 직결되어 30분 만에 서울로 

연결되는 안중역까지 6차선 도로(차

량으로 5분)가 신설되어 그 편리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주변으로는 자동차클러스터, 황

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평택호관광

단지 계발계획 같은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어 그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희소가치를 품은 화양 서희 센트럴파크 
2차

화양지구 3블럭(34,703㎡)에 들어서

는 서희 센트럴파크 2차는 총 836세대

로, 84㎡(33평 384세대), 59A㎡(25평 

252세대), 59B㎡(25펑 200세대)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90%가 분양되어 2022

년 3월에 조합설립이 확정되었고, 5월에 

사업승인을 얻어 11월에 착공이 예정되

어 있다. 

1.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서희 센트럴파크 2차는 2021년 7월에 

시행된 지역주택조합법에 적용을 받아 

평택에서 분양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존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허술한 인허가, 기간연장, 불

평등계약,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대

폭 보완하고 가입한 조합원의 권리(계약

해지, 정보공개요구 등)가 강화된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희 센트럴

파크 2차는 지주택 아파트의 최고 관건

인 토지획득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100% 확보하였고, 조합구성에 대한 법

정기준을 완료하여 계획대로의 순조로

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2. 절반의 분양가
서희 센트럴파크 2차는 평당 1,000만

원대 분양가로, 중층을 기준으로 84㎡형

은 3억 5천만원대, 59㎡형은 2억 6천만

원대에서 분양하고 있다. 이는 현화지구

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같은 평형 아

파트와 비슷한 금액이며 송담지구의 5

년 된 아파트의 절반의 가격으로 저렴하

다.

차후 분양되는 분양가 역시 평당 

1,450만원 이상을 예고하고 있고 계속

되는 지가상승 및 인건비, 자제비의 인

상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이 최저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

기이다. 또한, 포승공단의 기업 입주 속

도와 수요에 비교해 일신건영(2월) 외 

다른 추가공급계획이 없어 그 희소가치

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 우수한 통학권과 공원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의 안

전한 통학이 주택 결정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할 것이다. 서희 센트럴파크 2차

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파트와 경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또한 근거리에 있

어 화양지구 어느 단지보다 안전하고 우

수한 통학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3,000여평의 공원을 접하

고 있어 쾌적한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

평택부동산은 여전히 우상향 
최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향후 부

동산 전망을 보합에서 침체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상향

할 수 있는 지역을 꼽고 있는데 그중 상

당수가 평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우상향을 전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인구증가
<표1>에서와 같이 평택의 인구는 21

년 12월 현재 56.43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2021년 한해만 살펴봐

도 2만 50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13.34%이다. 이런 현상은 일

시적인 것이 아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20세에서 60

세까지의 생산인구의 분포 및 증가 추이가 

뚜렸하다는 점이다. 이 연령층은 생산 및 

소비의 주체가 되는 계층으로 도시의 성장

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집단이다.

2. 교통 인프라의 확대 트리플 역세권 
KTX 안중역 시대

평택은 경기도 유일의 수출입항만이 

있고, 종으로는 동쪽은 경부고속도로 중

앙으로는 포천-평택-세종을 잇는 자동

차전용도로, 서쪽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으며, 횡으로는 평택-제천간 고속도

로가 있다. 또한 철도망을 살펴보면 경

부선을 중심으로 지제에서 수서로 연결

된 SRT가 있으며 신설되는 부발평택선, 

포승-평택선, 서해선 복선전철과 화성

향남에서 안중까지 경부고속철도(KTX)

를 직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

축사업’이 진행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

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3. 풍부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개발 호재

평택 고덕에 위치한 삼성 평택캠퍼스

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로, 지난 2015년부터 1캠퍼스(P1)와 P2

도 상업 가동을 시작으며 P3공장 신축 

공사가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고, 4~6공장도 예정돼있는 상황이며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

원 483만㎡에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대

학,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개발이 이뤄지

고 있다. 

또한 서평택은 평택항과 포승(BIX)단

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물류산업과 

소.부.장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

터와 수소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

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자리와 사람, 그

리고 길(교통)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

한다.’라는 말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

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택의 부동산 시

장은 여전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

고 그 열기는 식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이순재 기자

서부시대를 여는 화양 신도시 

<표1> ▲ 안중역 조감도

구 분 서희 센트럴파크 2차
(준공예정 26년)

현화지구 
(현대2차, 준공 02년)

송담지구
(힐스테이트, 준공 18년)

59㎡형 약 2억 6,000만원 약 2억 5,000만원 약 4억 7,000만원

84㎡형 약 3억 5,340만원 약 3억 3,000만원 약 7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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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

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비대면 산

업 육성에 5000억원과 메타버스 등 초

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SOC 디

지털화에 1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책정

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된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

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

회에서 열린 ‘2021 관계부처 합동 디지

털 뉴딜 사업 설명회’가 유튜브와 카카

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혁신프로

젝트’로, 정부는 지난해 7월 추진 1주년

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49조원으로 확

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

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혁신 역

량을 총결집하고 10조 8000억 원의 대

규모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

해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

해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

지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의 회복

과 산업의 체질개선, 국민 삶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한 

주요 디지털뉴딜 사업에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약 22만여 개의 기업·기관과 14

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어려웠

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데이터댐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

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

이터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서비스

가 생겨나며 해외수출, 투자유치, 사업

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고, 다

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

조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해 디지털 대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 선도국

가’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디지털 뉴딜 실적
◆ D.N.A 생태계 강화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

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

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

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또한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

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오는 12

월부터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

랫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6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

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

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하며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부산에 스마트양식 클러스

터를 연말에 준공하고, 55개 지능형 박

물관·미술관과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을 확충하는 등 행정 영역에

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

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2022년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 : D.N.A 
기반+신산업 육성
◆ 비대면 기반 확충

정부는 올해 초·중·고와 대학, 직업훈

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

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

텐츠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

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2월 중에 완

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

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

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K-MOOC와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훈련콘텐츠 등 평생·직

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

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

발도 2월까지 완료한다.

또한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

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

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

원정보 시스템과 닥터앤서 클리닉, AI앰

뷸런스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중소 및 소상공인에는 급격한 비대

면·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지

원을 강화하는데, 디지털 소상공인 10만

명을 양성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 초연결 신산업 육성
이번 계획에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의 집중 육성 방안

도 포함됐다.

이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

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

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원 2개와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

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허

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 확산해 서

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

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

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하

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

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

드로 전환하는데, 이 중 97% 이상을 민

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또한 디지털워

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

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

래그십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

공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

을 위해서 24건의 시범·확산 사업과 함

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

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

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

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 SOC 디지털화
올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

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

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도 67%까지 ITS를 구축

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

(LTE-V2X)을 실증하며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얼굴·지문 등 생

체인식시스템을 적용하고, 2025년 도심

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

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

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을 착수하고, 울릉·

신안·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티지털 트윈은 지하시설물 지도를 77

개군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

지 구축 완료하며, 다양한 트윈 간 연계

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와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한다.

아울러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

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

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각종 데이터

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다.

이밖에도 올 12월에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 준공을, 항만배후단지에는 스

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한다. 조기경

보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

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인수 기자

경 제14

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원 투입…�디지털 전환� 속도 높인다
범부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 발표…310종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국가중점데이터 21개 추가 개방…마이헬스웨이 구축·집현전통합플랫폼 운영

▲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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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360의 개요

지난 기사(13호)에는 3d 프리터와의 연동 시, 3d 모

델링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결

론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Fusion360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였으나, 이번에는 Fusion360 대하

여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3d 출력 방식 

중, FDM이나 SLA 방식 등의 프린팅으로 좀 더 대중화

된 프린팅 방식을 고려, Fusion360에 대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Fusion 360은 오토데스크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

품 디자인(product design)에 특화된 3D CAD/CAM/

CAE 소프트웨어로서, 최초 2012년 인벤터(Inventor)

의 Add-in 버튼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형태였다. 2015년 Fusion360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인

벤터에서 분리된 프로그램으로 되었다.’(출처 : 나무위

키)

Fusion 360 네이밍은 융합이라는 뜻의 Fusion과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서버 A360의 360 숫자를 붙여

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인터페이스는 인벤터에 비해

서는 엔트리 스타일로 되어 있으며, 모델링 순서를 따

져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형상이 만들어진 시

점에서 복귀 수정 가능한 구조로, 라이센스 체크, 파

일 관리, 데이터 협업, 렌더링도 클라우드 상에서 가

능하다.

여느 오토데스크의 3D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서버

에 모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서, 작업 환경

을 벗어나더라도, 오토데스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으

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앞서 내용이 있지만, 모델링 순서 변경

사항 발생에 있어서 history 기능으로 고치고 싶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시, 용이하게 수정 가능하

다는 점도 타 3D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었다고 생각

된다.

본론

3d프린팅산업협회에서 쓰이는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3d 프린팅 교육과, 자격증 측면에서 

Fusion360을 보려 한다. 2018년부터 실시된 국가 자격

증(3D프린터 운용기능사)에서 쓰이는 3d 프로그램을 

보자면, 시험장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

지만, 주로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 Fusion360 등이 사

용되고 있다. (물론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노트북 지참 

시에는 어떠한 3d 프로그램도 허용된다고 함.)

교육기관서도 다양한 3d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자격증 시험(3D프린터 운용기능사)가 실

시되면서 Fusion360 과정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국가 자격증 시험(3D프린터 운

용기능사) 이전의 교육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등에

서 서비스 운용이 중지된 3d 프로그램인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이 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터

페이스 운영이 비슷한 Fusion360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추세인 것 같다. (그외 인텔코리아의 캐디안

이나 thinkercad 또한 교육과정으로 많은 것으로 알

고 있다.)

Fusion360 설치 과정

2021년 기준, 학생 및 교육기관에 1년간 무료 에듀케

이션 라이센스를 이용 가능하다. 1년간 네임드 유저 서

브 스크립션 모델로 변경, 1년 라이선스 만료 후에 자

격 여부를 재확인하면 갱신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

간 매출액이 미화 $100,0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또

는 비상업적 용도의 사용자에게 1년 동안 무료 스타트

업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료로 쓸 때의 이용 요금은 2021년 기준, 1개월 단

위로 구독 시 약 75만 원, 연간 단위로 구독 시 약 59

만 원이었다. 2021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치는 변경했

다.

3d프린터 연동 방법

3d 프린터와의 연동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3d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모델링 후 STL(Standard 

Triangulated Language) 파일을 변환 후, Cura 

등 3d 출력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만, 

fusion360의 menu 기능에서 3d print를 실행, 3d 출

력 프로그램을 연동함으로써, 작업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결론

물론 Fusion360이라는 프로그램이 단점이 없다고

는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에 있어서는 자

유 곡선형(create form) 모델링 작업에 있어서, mesh

가 조금이나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서버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오프라인 작업도 가능하지만 

기동까지의 지연이 심하고, 오프라인 중에는 전에 작

업한 데이터는 불러올 수 없다. 때문에 오프라인 작업 

시에는 작업 데이터는 로컬 장치에 저장해야 할 경우

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3d 모델링, 프린팅에 입문하

려는 자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

각된다. 특히, 3d 프린터와의 연동에 있어서, 타 프로그

램보다는 모델링 데이터 수정이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박명오 3D 디자인 전문 기자.www.toyncine.com 

퓨전360 따라해보기 입문

▲ Fusion360 교육용 라이센스 다운로드의 예

▲ Fusion360 상업용 라이센스 다운로드의 예

▲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 Fusion360 라이센스를 취득

하는 방법의 예

▲ fusion360에서 3d 출력 프로그램으로 연동하는 방법의 예

▲ fusion360에서 보내어진 출력 데이터를 확인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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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와 함께 1월 

5일 출시한 ‘마이 하우스(My House)’ 

서비스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

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 하우스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과 가구·조명·패브릭 등 인테리

어 아이템으로 가상 세계에서 ‘나만의 

집 꾸미기’를 구현해 주는 글로벌 서

비스다.

삼성전자는 MZ세대가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

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

도록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마이 하우스는 올 초 미국 라스베이

거스에서 열린 ‘CES 2022’ 개막일에 

공개돼 삼성 전시장을 방문한 많은 관

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누적 방문 횟수 

400만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출

시한 지 한 달도 안돼 이 수치를 기록

한 제페토 제휴 브랜드 서비스는 삼성

전자의 마이 하우스가 유일하다.

이 서비스의 성공은 △제페토 제휴 

브랜드 서비스 중 처음으로 사용자 맞

춤형 경험을 제공했고 △자신의 취향

대로 집 꾸미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삼성전자의 제품과 브랜드 가

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제 

수행 시 한정판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

벤트를 마련하는 등 사용자들의 관심

과 호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한 것이 주

효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마이 하우스

를 활용해 신제품 뿐만 아니라 삼성

의 다양한 제품간 연결 경험을 재미있

게 전달하고, 패션·가구 등 다른 업종

과의 협업도 확대해 MZ세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마이 하우스는 삼성전자가 추

진하고 있는 ‘YouMake’ 캠페인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ouMake 는 삼성전자의 맞춤형 제

품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

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의 글로벌 캠

페인으로 MZ세대 고객들을 주 타깃으

로 한다.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센

터 부사장은 “마이 하우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MZ세대 눈

높이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계

획”이라며 “삼성전자는 미래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메타버스16

▲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서 구현된 삼성전자 ‘마이 하우스’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이 콘택트

렌즈 환경에서 입체영상인 홀로그램 영

상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성 

콘택트렌즈 기반 홀로그램 AR 영상 구

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광기술원 공간광정보연구센터(센

터장 이광훈) 이진수 박사 연구팀이 개

발에 성공한 이 기술은 특히 웨어러블 

AR/XR/메타버스 기술의 하드웨어적 패

러다임을 확장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서, 

자동차, 군사,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

에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 고부가가치 

광융합 시장 창출을 위한 상용화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AR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실감증

강현실(XR-Extended Reality), 홀로현

실(HR-Holographic Reality) 및 메타버

스(Metaverse)를 구현하기 위한 고해상

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헬멧, 안경, 고글 등의 형

태로 구현된 기존 웨어러블 AR 디스플

레이는 고중량, 고비용 및 복잡한 광학

계의 문제에 따라 상업 및 보급화에 어

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안구 질환

을 검진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 중인 기

능성(스마트) 콘택트렌즈 기술은, 최

근 AR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안구근

접형 디스플레이(NED – Near Eye 

Display)에 관한 연구로 영역을 확장하

고 있다.

이진수 박사팀이 이번에 개발한 기

능성 콘택트렌즈는 장시간 착용해도 

무해한 수준의 산소전달률(Oxygen 

transmissibility, Dk/T)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회절 효율의 홀로그램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또 홀로그램 패

턴을 평면상에서만 기록할 수 있었던 환

경제약에서 벗어나 곡면상에서도 충분

히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홀로그램 영상 재생에 필요한 빛의 경로

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선명한 홀로그램 AR 영상 시청

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콘택트렌즈에 

적용된 핵심기술은, 산소 전달률과 회

절 효율을 모두 확보하면서도 콘택트렌

즈의 형태와 굴곡(구면, 비구면)에 관계

없이 사각형, 원, 다면체, 매트릭스, 모자

이크 등의 형태로 홀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 설계기술이다.

개발한 다중패턴 체적 홀로그램 광학 

소자(5mm x 5mm)는 사각형, 모자이크

형, 매트릭스형 등의 특수한 기하학적 

구조의 형태를 콘택트렌즈(직경 10mm) 

내부에 삽입·접착하고, 홀로그램 영상 

구현에 필요한 빛의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간섭무늬(Interference pattern)를 

해당 구조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다.

홀로그램 영상의 재생은 홀로그

래픽 프로젝터(Digital holographic 

projector)로부터 영상정보가 담긴 빛, 

즉, 정보광을 해당 콘택트렌즈 상에 투

사하고, 투사한 정보광은 콘택트렌즈에 

기록된 홀로그램 패턴들과 만나 회절하

여 관찰자의 안구 내부로 들어가 망막 

상에 상을 맺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최

종적으로 관찰자는 해당 콘택트렌즈를 

통해 공간상에서 재생된 홀로그램 영상

을 시청할 수 있다.

민희윤 기자

국내 최초 콘택트렌즈 환경에서 입체영상 홀로그램 영상 완벽 구현
한국광기술원, 기능성 콘택트렌즈 기반 디지털 홀로그램 AR 디스플레이 개발

실감증강현실(XR), 홀로현실(HR), 메타버스 구현에 적용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삼성 ‘마이 하우스’, 

누적 방문 횟수 4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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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로 2년 만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LVCC와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

최됐다.

개막을 앞두고 급등한 오미크론 확진

자 수로 인해 원래 일정인 (현지 날짜)1

월 5일~1월 8일에서 하루 단축시켜 1월 

7일까지만 진행되었는데 3일간 방문객

은 총 4만명으로, 방문객 중 30%가 미

국이 아닌 해외 국가에서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CES 2022의 주요 키워드는 인

공지능(AI),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우주테크, 푸드테크, 로봇, 헬스, 친환경 

등으로 요즘 트렌드와 기술의 발전을 볼 

수 있었다. 스티브 코닝 CTA 부회장은 

“올해 CES에서는 '모빌리티·우주·디지

털 헬스케어'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

했다.

올해는 지난 해 6월에 개장한 웨스트

홀도 전시장으로 활용했지만, 해외 유명 

대기업들인 구글, 제너럴모터스(GM),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T모바일, 애플 등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

해 줄줄이 불참하고, 온라인 참석 선언

을 하면서 오프라인 규모가 크게 줄어들

었다.

그에 비해 약 500개의 역대 최대 규모

로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가 의지

를 밝히며 빈 자리들을 채우고 이를 기

회로 삼아 한국의 기술 발전을 널리 알

렸다. 이번 CES에 참가한 2,300여 개의 

기업들 중 미국기업인 1,300여개 기업들

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2번째로 많

은 규모였다.

2020년 중국에서는 1,200개사가 참

여했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 여파로 주

요 기업들이 불참해 중국의 참가 규모가 

150개사로 대폭 줄었다.

삼성전자는 컨벤션 센터(LVCC)에서 

가장 넓은 3천596㎡(약 1천88평)규모

의 전시관을 마련했고, 그 외 현대자동

차, LG, SK그룹등 다른 대기업들도 각자

만의 주제에 맞게 전시관을 꾸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러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모인 유레

카 파크 전시장에서 서울시는 서울에 있

는 25개의 스타트업과 서울관을, 매년 

큰 규모로 찾아오는 KOTRA 역시 약 80

여개의 스타트업과 한국관을 열었으며,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

이스트, 포항공과대학 등도 참가하여 기

술을 선보였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

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

는 상인 CES 혁신상을 수상한 총 404개

사 574개의 제품들 중 74개사가 국내 벤

처·창업기업이다.

CES 2022에 입장하기 전 백신접종증

명서를 제출하고, 코로나 자가 진단 키

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

를 막았지만 CES에 참석했던 당시 국내 

입국자들 중 약 120여명 정도가 확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CES 2023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서 1월 5 ~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곽서영 기자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CES 2022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개의 기업 참가

▲ CES 2022 컨벤션 센터 웨스트 홀, CES 2022 CONVENTION CENTER WEST HALL

▲ CES 2022 혁신상 쇼케이스, CES 2022 Innovation Awards Showcase

분양문의 | 1668-4924

평택 최고의 명문학군
특목고, 국제학교  프리미엄
주변 3만세대의 풍부한 배후
공실없는 내집 앞  첫 상가

고덕신도시 2단계 에듀타운 첫번째 상가 센타프라자!센타프라자!

120만평 삼성전자 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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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

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

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

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

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

집(www.kopico.go.kr)’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

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

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

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

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

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

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분쟁조정 서

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

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

엇인지, 유사한 침

해 사례의 경우 손

해 배상액은 얼마

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 청 삼  개 인 정

보보호위원회 조

사조정국장은 “개

인정보의 중요성

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정보주

체인 국민들은 개

인정보 침해로 인

한 피해를 구제받

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

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

쟁조정과(02-2100-3146)

손정현 기자

생 활18

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최근 5년간(’16~’20) 계절별 퍼프린젠

스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 하

지만 대량 조리한 음식을 가열 온도 미

준수 등 부적절한 열처리나 보관·유통 

등 관리 소홀하기 쉬운 추운 겨울철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국, 고기찜 등

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

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spore)’가 깨어나 증

식하여 발생할 수 있다.

* 아포는 퍼프린젠스균이 생존하기 어려
운 환경에서 형성하는 것으로 끓여도 죽
지 않고 휴면상태로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
시 증식하므로 대량으로 조리 후 서서히 
식힌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 필요

주요 증상은 일반적으로 식사 후 

6~24시간의 잠복기 후에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장염 증상이 나타난

다. 

따라서 많은 양의 도시락을 조리·배

달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순서와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

1. 조리 시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

전히 조리한다.

2. 조리음식 냉각 시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

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한다.

3. 보관 시

가급적 여러 개의 용

기에 나눠 담고,  따뜻

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

은 5℃ 이하에서 보관

한다.

-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보

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한다.

4. 섭취 시

조리된 음식은 가능

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

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0℃ 

이상으로 재가열한다.

안인학 기자

추운 겨울철에도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누리집 고도화로 4일부터 서비스 개통…처리 상황도 실시간 확인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 연도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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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후레대학교(정순훈 총장)는 몽

골 수도 울란바트르에 위치하고 있다. 

후레대는 몽골의 ICT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

학이다. 후레대는 전자, 정보통신, 컴

퓨터사이언스 3개 학과 90여명의 정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학사 과정 5개 

학부(정보통신공학부, 이공학부, 도시

건축건설공학부, 생명공학부, 외국어

학부)의 17개 학과들이 있다. 

후레대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이하 CS)학과 학과장 김영미

교수를 만나 학과 소개와 비전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후레대 CS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후레대 CS학과는 2002년 개설되었

습니다. CS학과 초창기 학과장이셨던 

이희철 교수(2004년 - 2009년)가 몽

골을 떠난 후, 저는 2009년부터 지금

까지 CS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

다. 현재 약 210여명의 학부생, 3명의 

석사과정과 교원들이 있습니다. CS학

과는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졸업생

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몽골의 CS학과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졸업

생들의 취업률은 매년 90%이상입니

다. 또한 졸업생 가운데 20여명은 미

국에서, 10여명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

였습니다. 

CS학과 개설 초기에는 몽골에서 최

고의 시설을 갖추었고, 한국의 대학교

와 협동 석사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에서

도 중국과 일본 등의 공적개발원조로 

좋은 시설들이 구축되었고, 중국과의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몽골의 CS학과 출신 인력의 수요가 높

아져 몽골 타대학교에도 여러 젊은이

들이 CS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

습니다. 후레대 CS학과는 2021년도에 

약90여명의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였

습니다. 후레대 전체 약 700여명의 학

생 중 CS학과에 20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후레대 CS 학과와 몽골의 타 대학과
의 구별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후레대 CS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진출한 여러 졸업생들

이 있습니다. 후레대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교양필수로 가르칩니다. 또한, 

학위 과정 중 한국 교수들을 통해 글

로벌 지식과 역량태도 및 문화를 배울 

수 있어 한국과 외국으로 진출이 용이

한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정

부초청 외국인 대학원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CS학과 졸업

생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후레대 CS 학과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변화는 기술 속에서 학생들

을 지도하기 위해 교원들의 역량강화

를 위한 재교육과 최신 컴퓨터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후레대는 2008년 몽골 교육부의 교

육품질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몽골은 대학 기관의 학과자체의 교육품

질인증제도가 있습니다. CS학과는 학과

인증에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

다. 학과인증을 위해 교원들의 수준향

상과 컴퓨터 시설은 필수입니다. 

후레대 CS학과에 대한 개인적인 비

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

다(행20장 35절)’라는 성경말씀처럼, 

몽골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

을 흘려 보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

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과 기업들과

의 교육과 사업의 협업프로그램을 통

해 후레대 CS학과의 수준 높은 교육환

경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편집자) 몽골 정부는 제조업이 취

약한 몽골의 ICT산업 지원을 위해 

2018년 허브 이노베이션 센터(hub 

innovation center)를 열었다. 코로나

19 여파로 몽골 GPD 성장률은 -5.3%

로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플러스 성장

을 하는 분야는 ICT분야이다(Kotra, 

2021). 몽골은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

하지만 대체로 통신 인프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전력비용

이 저렴하다. 또한, 한국, 중국과 일본

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몽골 ICT 인력

을 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

들이 몽골에서 ICT 인력을 공급받고

자 한다. 

한국의 ICT 관련 대학과 업체들이 

몽골 후레대 CS학과와 교육협업프로

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관계가 있

기를 희망해본다. 지난 20여년 동안 

김영미 교수의 지도와 사랑으로 자라

나는 제자들이 ICT 고급인력으로 전

세계 뻗어나가길 또한 희망해본다. 

홍연화(후레대 의공학과장) 몽골 특파원

몽골 후레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소개와 비전 

▲ 몽골 후레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과 졸업식 사진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어린

이날 개장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LEGOLAND® Korea Resort, 이하 레

고랜드)가 인기 애니메이션 ‘레고® 무

비’ 시리즈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4D 

영화관 ‘팰리스 4D 시네마(Palace 4D 

Cinema)’를 선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팰리스 4D 시네마’는 다양한 미니 피

겨 캐릭터의 모험을 주제로 하는 ‘레고 

무비’ 시리즈의 4D 영화를 선보인다. 상

영관에는 총 497석이 마련돼 있으며, 대

형 스크린과 입체 사운드 스피커를 갖췄

다. 또한 영화의 시청각적 효과뿐만 아

니라 물, 바람, 거품, 인공 눈 등의 다양

한 특수 효과를 더해 어린이와 가족 관

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몰입감을 한

층 더 높인다.

팰리스 4D 시네마에서는 레고 시티 

4D 시리즈 중 하나인 ‘추격하는 경찰

관!’이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는 주인공

인 경찰 미니 피겨가 범인을 쫓는 장면

을 10여 분간 실감 나게 다룬다. 특히 보

트로 물살을 가르거나 옥상에서 떨어지

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물과 바람 효과

가 들어가 주인공과 함께 역동적인 추격

전을 펼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한

다. 영화는 하루 6회 상영된다.

영화관은 레고랜드의 7개 클러스터 

중 미니 피겨들이 사는 대도시인 ‘레고 

시티(LEGO® City)’ 구역에 위치해 있어 

관람객들은 마치 번화가 속 실제 극장에 

입장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극

장 앞 설치된 전광판을 비롯해 외부 영

화 포스터, 극장 앞 택시 등도 실제 극장 

주변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왔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LEGOLAND

® Korea Resort)는 만 2세에서 12세까

지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이다. 강

원도의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에 건설 중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레고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레

고 브릭으로 지어진 40여 개의 놀이기구 

어트랙션들 및 쇼로 구성된 7개의 레고 

테마 구역으로 나뉜다. 또한 레고 테마

로 꾸며진 154개 객실을 보유한 ‘레고랜

드 호텔(LEGOLAND® Hotel)’은 테마

파크와 인접해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방문하는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레고 경

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현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건설 중이며 2022년 5월 5일 개장 예정

이다.                                  이지현 기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레고® 무비 전용 영화관 �팰리스 4D 시네마� 공개
다양한 미니 피규어의 모험을 다룬 인기 애니메이션 ‘레고® 무비’ 시리즈의 4D 영화 전용 극장 선 공개

물, 바람, 거품, 인공 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특수 효과로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체험 선사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4D 영화관 ‘팰리스 4D 시네마’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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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간 �래아�, 뮤지션 데뷔한다

LG전자는 지난달 엔터테인먼트 콘텐

츠 기업 미스틱스토리와 가상 인플루언

서 래아킴(이하 래아)의 뮤지션 데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

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래아는 미스틱스토

리의 ‘버추얼 휴먼 뮤지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미스틱스

토리의 대표 프로듀서인 윤종신이 직접 

참여, 래아의 노래는 물론 목소리까지 

프로듀싱한다.

래아는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

을 활용해 구현한 가상 인플루언서다. 

지난해 ‘CES 2021’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연설자로 깜짝 등

장,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싱어송

라이터 겸 DJ’라고 본인을 소개한 래아

는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대중에 공개하며 

국내외에 수 많은 팔로

워를 보유하고 있다.

래아는 LG전자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공개한 ‘LG 월드 프

리미어’에서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 가수로서의 

데뷔가 임박했음을 알렸

다.

래아는 “단순히 음악

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

라 비주얼 아트, 패션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모두 함께 소통하고 즐

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

다.

래아는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

을 활용해 구현한 가상 인플루언서로, 

지난해 ‘CES 2021’에서 열린 ‘LG전자 프

레스 콘퍼런스’에서 연설자로 깜짝 등장

하며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본인을 

싱어송라이터 겸 DJ라고 소개하며 일상

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자작곡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인스

타그램 팔로워는 1만4400명 상당이고, 

게시물은 50개가 넘는다.

LG전자에 따르면 래아 개발 당시 모

션캡처 작업을 통해 7만여건에 달하는 

등 실제 배우의 움직임과 표정을 추출했

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3D 이미지를 학습시켰다.

목소리와 언어 역시 4개월 동안 자연

어 정보를 수집한 뒤 학습 과정을 거쳤

다. 23세로 설정된 래아의 이름은 ‘미래

에서 온 아이’라는 뜻이다. 

장진호 기자
▲ 미스틱스토리의 대표 프로듀서 윤종신(오른쪽)과 래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분양문의 | 031-665-0970

로데오 상권3면 코너자리
앞으로 절대 나올수 없는 가격
최고 수익률 13.57%
행정,비지니스,문화,쇼핑 중심지

고덕신도시 중심상업지상가

제일타워!제일타워!

회사 보유 특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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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현대차와 손잡고 아시아 최초 반려동물 헌혈센터 만든다

동물보호복지 교육포털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

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

or.kr)를 1월 17일(월)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

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

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

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

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

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

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

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

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

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

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

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

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

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양희 기자

슬기로운 반려생활,‘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반려견 혈액 보급망 구축, 비윤리적 공혈견 문제·매혈 산업 대체 목표

앞으로 반려견 혈액 제제 연구, 개발 등에도 큰 의미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가 현대자동

차와 손잡고 아시아 최초로 반려동물 헌

혈센터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국대학교와 현대자동차는 25일 건

국대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과 헌혈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헌

혈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전기가 될 

아시아 최초의 반려동물 헌혈센터 개소 

및 운영을 위해 건국대 동물병원에 5년

간 총 10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국대 전영재 총장, 

현대자동차 유원하 국내사업본부장를 

비롯해 건국대 윤헌영 동물병원장, 한현

정 수의과대학 응급중환자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KU 아임도

그너(I’m DOgNOR) 헌혈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KU동물암센터 2

층에 자리 잡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

국대 동물병원은 헌혈센터를 운영하면

서 헌혈견 처우를 개선하고, 헌혈을 통한 

수의 혈액 보급망을 확대해 나가게 되며, 

현대차는 센터 운영을 위해 10억원을 지

원하면서 헌혈 캠페인 전반을 담당하고, 

헌혈견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

다. 특히 건국대 동물병원은 새로운 혈액 

제재들의 연구 개발로 수의 혈액학 발전

을 선도해나갈 계기도 마련하게 됐다.

건국대 동물병원은 이전부터 병원 내 자

체 헌혈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헌혈을 진행한 대형견들에는 

‘헌혈 영웅’ 칭호와 함께 건강 검진, 진료비 

할인 등 여러 혜택으로 우대해왔다.

이런 헌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9

년 현대차와 건국대 동물병원 의료진들

은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해 ‘아임 

도그너(I’m DogNOR)’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의미 있는 협업을 한 바 있다. 

혈액 채취를 위해 대량 사육되는 비윤리

적 공혈견 이슈에 대한 건국대와 현대차

의 공감에서부터 출발한 이 캠페인은 대

중들에게 반려동물도 헌혈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성공적인 캠페인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반려동물 헌혈센터 건립

으로 이어졌다.

건국대 전영재 총장은 “세계적으로도 

공혈견 문제가 이슈가 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건국대 동물병원과 현대

차가 앞장서서 반려동물 헌혈 문화를 알

리고 정착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반

향이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 “그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유원하 본부장은 “1000만 반

려견 시대에 인간의 생명 윤리가 중요하

듯 반려동물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

각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도 최초로 시도되는 반려견 헌혈센터와 

함께 사회공헌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양희 기자

▲ 왼쪽부터 유원하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과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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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양육지원제도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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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기

관은 바로 손이다. 이 손의 끝자락을 보

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손톱이라고 

한다. 손톱의 상태만 잘 살펴봐도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손톱의 색깔 변화]
연분홍빛 손톱이 아닌 다른 색을 띠

면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손톱의 아

래에도 혈관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손톱 색

깔이 하얀색을 띠게 된다. 손톱을 꾹 눌

렀다가 뗐을 때 손톱의 혈색이 금방 돌

아오지 않는다면 빈혈의 가능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색깔이 붉거나 탁하다면 모세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다. 고혈압이나 중풍, 심근경색 등의 혈

관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손톱이 불투명하게 희거나 푸른

색이면 호흡기와 간의 질환을 의심해봐

야 합니다. 호흡이 불편해지면 산소 공

급이 부족해져 손끝까지 피가 통하지 않

아 이와 같은 색을 띠게 된다.

손톱이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변하면 

당뇨병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상태가 

지속하면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손톱무늬와 세로줄]
건강한 손톱은 특별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손톱에 무늬가 생긴다면 질

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손톱 중간에 흰

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는 아연이 부족해 

손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아연은 체내 단백질의 합성 능력과 

세포 생성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

다. 손톱의 단백질을 안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연은 땀으로 배

출되기 때문에 땀이 많은 사람은 아연이 

풍부한 식단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손톱에 울퉁불퉁한 세로줄이 생길 수

도 있다. 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건선 증상이 손톱에 나타나는 것이다. 

건선이 있으면 세로줄이 울퉁불퉁한 모

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건선으로 

인해 손톱뿌리에서부터 일정한 모양

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톱의 세로줄은 그 색깔이 검은색일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암의 일

종인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피부암의 일종은 흑색종은 피부의 

악성종양 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 흑색

종에 걸리면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변

형되어 검은 세로줄로 보이게 된다.

[손톱 깨짐과 갈라짐]
손톱이 잘 깨지거나 갈라지는 것은 영

양이 부족해서이다. 손톱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깨

지거나 갈라지기 쉽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체내 영양이 불균형해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단백 

식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

되는 경우에도 손톱이 갈라지거나 깨질 

수 있다고 한다. 고단백 음식을 계속 섭

취해도 손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면 갑상선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손톱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

다. 이는 손톱의 세로줄과 마찬가지로 

건선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

다. 보통 손톱의 두께가 0.5mm 이상이

면 두꺼운 손톱으로 볼 수 있다.

평소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려면 손톱

의 주 성분인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

는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고, 핸드크림과 

영양제 등으로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

급해주는 것이 좋다.             안수연 기자

손톱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이상신호

▲ 손톱으로 보는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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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호우일수: 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21세기 후반, 여름철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7kg 이하 120m 상공까지 비행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은 덕양구 덕은

동 대덕생태공원 내 총 면적 6020㎡로 

조성됐으며 2400㎡(120m×20m) 규모

의 활주로와 드론탐지관제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비행장에서는 관련 기

관의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받은 

7kg 이하 드론을 최대 120m 상공까

지 날릴 수 있다.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은 매주 화요

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화·수요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

시실기시험장과 기업 테스트베드 공

간으로 활용하고 목·금·토·일요일에

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야 하고, 

동 시간대 비행 가능한 최대 드론 수

는 고정익 2대, 회전익 6대로 제한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은 고양시 미래 항공산업의 전초기지”

라며 “앞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

영해 드론 문화를 확대하고 드론 전문 

인력과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항공대, 한국건설기

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도심항공교

통(UAM)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

이다. 또한 화전역 인근에 국내 최대 

1864㎡ 규모의 실내 비행장을 갖춘 고

양드론앵커센터를 내년 개소할 예정

이다.

드론 비행허가는 드론 무게와 상관

없이 비행구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전 이런 곳에 거주다면 

반드시 비행허가를 받고 비행해야한

다. 서울은 주변에 공항(관제권) 및 비

행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정

해진 공간(광나루 비행장)과 같이 드

론 비행을 풀어준 곳에서만 비행이 가

능하며, 다른 장소에서 하려면 사전

에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 같

은 경우는 핵융합연구소 반경 18.6km

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대전에

서 비행하려면 마찬가지로 비행허가

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촬영허가를 받았고, 드론 무

게가 250g이 안된다 하여 집 옥상에서 

날려도 되는게 아니라, 집이 있는 곳

이 비행가능한 구역인지 확인부터 해

야 한다. 드론 원스탑 사이트(https://

drone.onestop.go.kr)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에서 집이 있는 주소 검색하셔서 

비행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가능

지역이면 비행 허가 없이 비행가능하

고 아니면 비행허가도 받아야한다.

송진철 기자

고양시 대덕생태공원 내 드론비행장 문 연다

수도권 폭염일수 현재 7.8일에서 최대 86.4일로 급증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

가보고서(’21.8.9.)의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대한 남한 6개 권역

별 기후변화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

다. 

본 결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 2종에 대해 산출된 남

한지역 고해상도(1km)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사용한 것으로, 남한 평균 및 6개 

권역(수도,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에 대해 제시되었다. 

미래 극한 고온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현재 대비 증가하고 고탄소 시나리오에

서 비교적 증가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현재 경상권에서 가

장  많 으 나 ( 1 2 일 ) ,  2 1 세 기  후 반 기

(2081~2100년)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경상권보

다 더 잦은 폭염 발생(86.4~89.1일)이 예

상된다.

또한 열대야와 관련된 일 최저기

온의 변화에서도 21세기 후반기 고

탄소 시나리오에서 중부지방의 기

온 증가 폭(+7.0~+7.4℃)이 다른 지역

(+5.3~+6.7℃)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 증가 폭은 21세기 후반기

(2081~2100년)에 제주권에서 뚜렷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후반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제주권은 1일 최대강수량 및 호우일수*

의 증가(현재 대비 +56% 및 2.2일 증가)

가 가장 큰 지역이 된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변

화(+35~+38% 및 +1.0~+1.3일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길이는 모든 권역에서 겨울은 짧

아지고 여름은 길어져, 21세기 후반기

(2081~2100년)에 겨울은 3개월 미만으

로 축소되고 여름은 4~6개월 동안 지속

될 전망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겨울은 21세기 

후반기 68일 짧아져서 39일간 유지되며, 

여름은 73일 증가하여 170일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평균의 경우, 21세기 중반기

(2041~2060년)에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의 기온과 강수량은 현재(2000~2019년)

보다 각각 1.6℃와 5% 증가하지만 고탄

소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2.9℃, 7%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 격차가 더욱 커지는 21

세기 후반기의 온난화 추세는 저탄소 시

나리오에서 완화되는 반면, 고탄소 시나

리오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새롭게 발표한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

나리오와 전망 정보는 모든 국가행정기

관에서 신기후체제의 국가 온실가스 의

무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

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남한 6개 권역의 미래 기후위기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라며 “앞으

로 기상청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보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라고 밝혔다.

전정희 기자

▲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전경

저탄소 / 고탄소 시나리오에서의 현재 남한 평균 기온, 강수량 및 미래 기간별 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저탄소 시나리오(SSP1-2.6): 온실가스를 현

저히 감축하여 2070년경 탄소중립에 이르는 

시나리오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현재 수준과 유

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 SSP: 공통사회 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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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無 

안전한 학세권

높은 투자성

행정, 의료의 중심

트리플 역세권

풍부한 개발 호재

마지막 1000만원대 분양가 !!

선착순 30분만 모십니다 !! [65TV증정]

청약통장 없이 
수도권 세대주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 · 중 · 고 모두 위치

 안전한 통학환경

주변보다 억소리나게
저렴한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

서구청(안중출장소)
대형병원 개원

편리한 생활 인프라

안중역 개통으로
복선전철과 KTX로
편리해진 교통환경

포승(BIX)지구 
현덕지구, 평택항 확장
자동차클러스터 개발

소리나는 
   시세차익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