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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이 남

았다 곧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방학기간남는시간을이용해자신의아이

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

다

혼자또는지인들과아이디어를공유하

고기획할수있는공간을제공 생각만하

던자신만의아이템을직접제품으로만들

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까지 준

비돼있는곳이바로 무한상상실이다

무한상상실은?무한상상실은 정

부가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

하는 것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육성 창

의적인아이디어를활용할수있도록마련

한 공간이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을 넘

어회사원과주부등모두가사용할수있

다

미국MIT내에 팹랩(Fab Lab)과실리

콘밸리의 테크(Tech Shop)처럼 본인만

의아이디어를시제품으로만들수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트북과 탭북은 기본으

로드릴과톱 CNC(컴퓨터정밀제어공작

기계)도 구비돼 있다 또 이를 넘어 3D 프

린터 레이저 절단기 3D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공작

소다 또스토리텔링과UCC제작등창작

활동도지원한다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레이저 절단기로

나무나 금속을 잘라 활목검 등 장난감도

만들어볼수있다 또일반종이위그림이

그려지는 프린터와 달리 나일론 가루가

쌓여 입체물로 제작되는 3D 프린터를 활

용한체험도단연인기다

전통국악기와 정보통신기술를 결합한

디지털 장구와 무인정찰기의 실시간영상

전송제어 시스템 등도 모두 일반 시민들

이 무한상상실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특

히 전남문화산업진흥원내 무한상상실에

서는 다기능 엘리베이터 로봇도 탄생한

바있다

무한상상실은 어디에 있나무한상

상실은 광주전남지역에 총 8곳이 있다

그규모에따라 거점형과 소규모형으로

나뉘는데 광주의 거점형 무한상상실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은 전남정보문화산

업진흥원내에있다

거점형 무한상상실은 3D프린터와 레이

저 절단기 등 대형첨단장비가 구비돼 있

어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게큰장점

으로 꼽힌다 이 장비들을 활용하는 기초

적인방법부터제품으로만드는과정까지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누구나쉽게체험할수있다

또 소규모형무한상상실은시민들의 접

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게 장점

으로 꼽힌다 광주는 광주북구문화의집

광주 사회적경제지원네트워크바림미디

어스페이스등 3곳이있다 전남도광양시

문예도서관사업소목포공공도서관순천

대학교도서관등 3곳이다

현재광주전남지역소규모형무한상상

실에는 3D프린터 등 대형첨단장비가 미

처 준비돼 있지 못한 곳도 있다 하지만

창작지원활동과교육프로그램등 알찬

구석이있다

광주북구문화의집의 3D프린터를활용

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와 바림미디

어스페이스 ebook 제작 교실 순천대

2015 첨단과학스토리텔링교실 등이 대

표적이다

국립광주과학관관계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공간으로각자의아이디어를직

접 설계해 3D프린터로 만들어볼 수 있는

편한 카페라고생각할수있다며 언제

든찾아와활용하길바란다고말했다

한편 무한상상실에서 진행되는 교육프

로그램에대한자세한정보나장비대여신

청 등은 무한상상실 홈페이지(www

ideaallnet)에서확인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3D 프린터로자전거뚝딱! 무한상상이현실로

MIG(Made In Gwangju) APP

㈜유시가 개발한 Lets Go 충장로는 광주를 대

표하는추억의거리충장로정보와가상공간에서의

태그기능을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이하앱)이다

Lets Go 충장로는 ▲추억의 장소 ▲충장로 즐

기기 ▲충장로에서는 ▲추억 남기기 등 4개 섹션으

로분류된다

추억의장소는자신의위치를태그해과거충장로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며 충장로 즐기기는 쇼

핑과추억 오락과같은여행코스등을상세하게알

려준다 광주의 대표적인 거리 충장로를 누구나 쉽

게즐길수있다는게장점이다

㈜유시는 광주시 동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에 입주

지원을받고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유시 Lets Go 충장로

충장로제대로즐기려면? 위치만찍어봐

창의적시제품제작지원전자책만들기스토리텔링교육도

예약만하면 3D 프린터레이저절단기등첨단장비무료제공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선임후처음으로한국을찾는다

9일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피차이는 오

는 15일 오후 1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구

글 캠퍼스 서울을 방문해 토크 콘서트 형

식의 파이어사이드 챗(Fireside Chat)

행사를진행한다

피차이는 사전 신청을 한 200여명의 스

타트업 학생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

사 사회는 핀테크 스타트업 AIM의 이지

혜대표가맡는다

강연은유튜브(httpswwwyoutube

comwatch?v8JkGaMdJsuI)에서 생

중계영상으로도만나볼수있다

회사방침에따라파이어사이드챗을제

외한피차이의다른국내일정은공개되지

않는다

피차이는인도남부타밀나두주출신으

로 인도공과대학(IIT)에서 공학학사를받

은뒤미국스탠퍼드대

에서석사펜실베이니

아대 워튼스쿨에서 경

영전문석사(MBA) 학

위를받았다

2004년구글에입사

해 크롬 웹브라우저

구글 툴바 구글 기어

등개발에관여하다올8월 CEO로선임됐

다 연합뉴스

구글 CEO 피차이내한 15일 토크콘서트

순다피차이

세계 최초의 개인용 비행장치인 제트

팩(jetpack)의 상업화에 앞서 첫 시험

비행이 중국 선전에서 성공적으로 이뤄

졌다

9일중국온라인경제매체계면(界面)

에 따르면 지난 6일 선전시 환러(歡樂)

해안 테마파크에서 이뤄진 제트팩 시험

비행이이뤄졌다 이날제트팩은수십미

터를 올라가 5분여간 간단한 비행 동작

을 보여준 뒤 무대 위로 안전하게 착륙

했다

호주인마이클리드가조종한이제트

팩은 시험비행에서 별다른문제를보이

지는않았으나지나치게큰소음이결함

으로지목됐다

무인기(드론)처럼 2개의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일으켜 공중으로 부양하는 이

제트팩은내년에상용화될예정이다

최고시속 80의속도로 3045분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고 최대 120의

하중을견딜수있다

이 제트팩을 개발한 뉴질랜드 마틴에

어크래프트사는 지난해 12월 선전 기업

광츠(光啓)과학에 지분 52%가 넘어간

상태다 2억7900만 홍콩달러(424억원)

에달하는거액의인수대금과 아이언맨

수트를연상시키는제트팩인수로인해

광츠의 류뤄펑(劉若鵬) 회장은 중국의

엘런머스크로불리고있다

현재광츠측은내년중제트팩제품의

첫 인도를 계획하고 있다 대당 판매가

가 160만위안(2억9000만원)에이른다

이미 두바이 소방대가 지난달 고층빌

딩의 화재나 붕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대의제트팩을주문했으며 중국에서

도 100대의 제트팩과 시뮬레이터 20대

의사전주문이이뤄진상태다

연합뉴스

제트팩(jetpack)의상업화에앞서지난6일선전시환러(歡樂)해안테마파크에서

이뤄진첫시험비행이성공적으로이뤄졌다 연합뉴스

아이언맨슈트 상용화만남았다

마틴社인수한중국광츠 5분 비행성공

유튜브로생중계도

정부운영창작공간 무한상상실

무한상상실홈페이지접속
wwwideaallnet

운영프로그램
및장비검색

프로그램참여신청
및장비예약

무한상상실방문후
프로그램참여및장비사용

   

이용방법

지역별
무한상상실찾기

광주

0622691420

 0629606144

 0625132014

 0622289876

 0612807422

 0617505336

 0612703842

 0617973858

전남

무한상상실어디에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