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10일 목요일제20198호�� 정보통신과학

광주과학관서체험도하고선물도받고

국립광주과학관(관장강신영)이 방문

객들이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서선물도받아가는 구석구석과학교실

여행기를진행한다고 9일밝혔다

구석구석 과학교실여행기는 지난해

실시한 과학테마교실 스탬프 투어의

장단점을반영해올해부터새롭게진행

하는릴레이과학교실투어프로젝트다

광주과학관을 루체리움 에어

(LUCERIUM AIR) 항공사로표현 비

행기를 타고 과학관을여행하는 테마로

구성됐다 <사진>

참가학생들은개인별 발급된 가상여

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때마다 스탬

프를 찍어 마일리지를 적립 일정 마일

리지가 적립되면과학관에서 상품을 받

을수있다

구석구석 과학교실 여행기는 오는

12월25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

encecenterorkr)에서확인할수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KT가 9일 실내자전거를 IPTV 또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실내 자전거

기가 IoT 헬스바이크를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내에서도 도

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으로 운동할

수 있다 IPTV 화면에 오르막 경사가

나타나면페달강도가세지는식이다

전용애플리케이션 마스터스를스마

트폰에 설치하면 운동량 속도 순위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도

이용할수있다

김근영KT IoT 사업개발담당상무는

가정에서 꾸준히 사용하기 어려웠던

운동기구에 게임을 접목한 헬스테인먼

트서비스라고말했다

실내 자전거의 가격은 59만9000원이

다 다음 달 30일까지 39만원에 할인판

매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실내자전거 IPTV 보며실감나게탄다

앱으로짝찾는 2030연애도모바일시대

이제는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소개팅

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소개팅

앱이라 불리는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인

기를끌면서다소셜데이팅은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온라인에

서 쉽게 이성 간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다

소개팅 앱 이용자들도 대다수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팅

앱 이음이지난해 12월싱글남녀 4806명

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전

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 70% 여성 74%가

진지한만남을목적으로한다고응답했다

또 사용이유는 주변에 이성이 없어서

가남성 56% 여성 70%에달했다 취업준

비와 직장생활 등 싱글 남녀가 주변에서

자연스레이성을만날기회가없다는것으

로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소셜데이팅 앱은 이용자의

학력이나 직업 지역 등 기본 개인정보를

등록은물론 자신의외모를보여줄수있

는사진도필수다

또 이런개인정보가무분별하게노출되

는 것을 감안해 하루 16명의 제한된 횟

수로정해진시간에만이성에게자신의프

로필을제공한다이성의프로필이마음에

들면이른바 구애 표시를한다

이후상대방이이를수락하면연락처를

알려주거나둘만의대화창이생성되어대

화를나눌수있게된다 주이용자는스마

트폰을사용이많은 2030대다

지난해 국내 전체 앱 매출액 10권에 진

입한 정오의 데이트와 이음 아만다

등 3사가 건전한 소개팅 앱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선호도가높다

또젊은층을겨냥해모바일게임과 3

3 미팅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팅게임

과 코코아북과같은앱도떠오르고있다

싱글 직장인 전용 서비스 만나컴퍼니 처

럼 직업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가입할 수

있는서비스도있다

이혼이나 사별을 한 사람을 뜻하는 돌

싱(돌아온 싱글)을 위한 앱도 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다

불순한목적을가지고이성에게접근한정

황이 포착되면 가족이혼 증명서를 제시

해야한다

사회 분위기 탓에 선뜻 만남에 나서지

못하는이혼경력자들도남의시선을의식

하지않고온라인에서편한만남을이어갈

수 있다 울림세상과 은하수다방 등이

돌싱을위한대표적인소개팅앱이다

하지만무분별한소개팅앱이난무하면

서우려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이지난해 5월 500명을상

대로실시한설문조사자료에따르면소개

팅앱이용자절반수준인 249명(498%)이

크고작은피해를입었다고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개받은 이성으로부

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이 244%

(122명)로가장많았고 음란한대화또는

성적 접촉 유도(238% 119명) 사진 등

개인정보유출(160% 80명) 금전요청

(102% 51명) 기타(90% 45명) 순이었

다

한국소비자원은이런피해를사전에차

단 건전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가입단계에서본인인증절차를거치는소

개팅 앱을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또 프로

필 작성 시 실명이나 연락처 이메일 주

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내년에는올해보다쉬는날이 2일더늘

어나겠다추석명절연휴는7일이나된다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9일 발표한

월력요항에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일요일 53번과 관공서 휴일 15일이 있다

고밝혔다

새해 첫날과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일요

일과 겹쳐 2일이 줄었다 추석 연휴 중 개

천절(10월 3일)에 포함돼 하루가 줄지만

설연휴와추석연휴에는대체공휴일이적

용되고대통령선거일이포함돼실제공휴

일은 68일이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이다 추석

연휴는 10월 35일(화목)이지만 6일

(금)이 개천절 대체공휴일이고 9일은 한

글날로 이어져 총 연휴가 7일이 된다 추

석연휴전날인 2일에휴가를내거나직장

에서 휴무일로 지정하면 10일까지 쉴 수

있다는분석이나온다

설연휴도원래 1월 2729일(금일)이

지만마지막날이일요일과겹쳐월요일(30

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4일 연휴가 된

다어린이날과성탄절도각각 3일연휴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직장은 52일의 토

요일이더해져휴일이 120일이된다 하지

만 설날이토요일과겹쳐실제휴일수는

119일로 2016년보다 1일증가한다

2017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

월11일(토) 한식 4월5일(수) 단오(음 5월

5일) 5월30일(화) 칠석(음력 7월7일)은 8

월28일(월)이다초복은7월12일(수)중복

7월22일(토) 말복은 8월11일(금)등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내년쉬는날 68일추석 연휴는 7일이래요

신분인증강화이혼증명요구도

소개팅앱 취준생직장인인기

개인정보공개신중해야

한국천문연구원월력요항

KT IoT 헬스바이크 선봬

정오의데이트 이음 아만다

주변에이성이없어서

56% 70%

진지한만남을원한다

70% 74%

원치않는계속적인연락

음란한대화또는성적접촉유도

사진등개인정보유출

금전요청

기타

244

238

160

102

90

소개팅앱 피해유형 단위%

자료소개팅앱 이음

자료한국소비자원

소개팅앱이용이유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

면소개팅좀시켜줘

직장인 김종범(29광주

시남구진월동)씨는친구가

주선한 만남 때문에 난처했

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소

개받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주선자를 배려

해장시간대화하고밥도먹

어야했기때문이다

또 직장동료를소개해달

라는지인들의부탁을매번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여

간곤혹스러운게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