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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배추 인터넷으로저렴하게만나세요

우체국쇼핑특가전

10kg 1상자6900원판매

전남 지방우정청(청장 강도현)과 배

추주산지인해남군이최근생산량과잉

에따른가격폭락으로시름을겪고있는

배추농가들을위해손을잡았다.

전남 지방우정청 전자상거래팀은 산

지폐기 위기를겪고있는배추농민들을

돕기 위해 전자상거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5일부터우체국쇼핑을

비롯해G-마켓, 옥션, 11번가등5개온

라인쇼핑몰특별판매행사를통해배추

10㎏(3개내외) 1상자를균일가6900원

의저렴한가격으로판매한다. <사진>

강도현전남지방우정청장은 해남군

청과협력을통한판매지원으로산지폐

기에따른농가손실보전과배추시장가

격안정화촉진효과를거둘수있을것

이라며 이후에도해남겨울배추의온라

인판로가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고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드론촬영 유튜브제작등프로그램 풍성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연말까지26개의무료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다.지난해열린드론활용교육(왼쪽)과스마트한가족TV제작현장.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제공>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교육 기초 중급 실전등수준별26개강좌총85회진행

4차산업혁명겨냥스마트미디어교육단계별개설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

터는올해도연령수준별다양한미디어교

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

센터에서최근공개한 2019미디어교

육프로그램 일정에따르면교육은미디

어활용및제작 스마트미디어 연령별미

디어 미디어(매체) 바로 알기 등 26개

강좌로 구성되며 한 해 동안 총 85회 진

행된다.

먼저 단계별미디어활용및제작교육

을통해영상라디오제작, 사진활용, 스

마트미디어(드론,VR, 1인미디어)등다

양한 미디어의 활용법을 기초중급고급

(실전)등수준에맞춰배울수있다.미디

어 제작 교육을 통해서는 콘텐츠 제작의

기초과정부터차근차근학습한뒤실전교

육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한다. 참가

자들이제작한영상라디오콘텐츠가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시청자참여프

로그램도마련돼있다.

올해는 4차산업혁명을겨냥한 스마트

미디어교육도 단계별로 개설된다. 드론

입문교육에서는드론의원리와안전한운

전법을익힌후 실전촬영및편집교육을

통해드론을활용한영상콘텐츠를제작할

수있다. 1인미디어크리에이터를꿈꾸는

이들을 위한 크리에이터 교육도 시민을

대상으로연4회운영된다.

어린이청소년교육도풍성하다.초등학

생의건전하고올바른SNS활용과진로탐

색을 위한 초등생 크리에이터 교육 , 미

디어동화만들기 , 미디어로우리지역문

화알리기 프로그램이있다. 청소년은진

로탐색과 실습 중심의 제작 경험을 위한

청소년 미디어스쿨은 방학과 주말에 참

여할수있다.

또한 영상 만들기 기초 , 포토샵 활용

교육 , 일러스트레이터 맛보기 등 중장

년층을위한교육프로그램도마련된다.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한가족TV에서는미디어매체의올바른

활용법을배우고실습을통해가족영상을

만들수있다.

오는 2월까지진행되는겨울철교육프

로그램으로는 영상제작 첫걸음 청소년

미디어스쿨중고등부 스마트한가족TV

(1월), 다큐기획안작성교육 크리에이

터교육 랜선라이프나도BJ 미디어동

화 만들기 (2월) 등이 있다. 자세한 프로

그램별교육일정과내용은센터홈페이지

(kcmf.or.kr/comc/gwangju)를 통해

확인할수있다.센터의모든강좌는일반

회원또는정회원이라면누구나무료로참

여할수있다.문의 062-650-0300.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달에서면화씨싹틔웠다

中창어4호발아실험성공

누에알부화실험계획

달표면에발아한면화씨.

중국달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달표면에서면화싹을틔우는데성공

했다.

NHK에따르면국영중국중앙TV는

지난 15일 창어4호가 달 표면에서 지

구에서 가져간 식물 씨앗의 생육실험

을실시,면화씨를발아시키는데성공

했다고보도했다.

지난 3일인류사상처음으로달뒷

면에착륙한창어4호는탐사로봇 위

투(玉兎. 옥토끼)2호를 활용해 지질

구조와 자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투에는 지구에서 가져간 식물의

씨앗이 들어있어 식물 생육실험도 실

시하고있다.달은낮온도가 100℃를

넘고밤온도는영하 100℃이하로떨

어지는등낮과밤의기온차가엄청나

게커식물이자라기어렵다.

이 때문에 생육실험은 온도를 일정

하게유지하는특수용기안에서이뤄

진다.중국중앙TV가방송한화면에는

면화씨에서녹색싹이나오는모습이

찍혔다.

높이18㎝,지름16㎝의원통형알루

미늄합금용기에는면화외에토마토

와 샐러드용 갓류 식물인 크레스

(cress) 종자도들어있다.

이들식물이뿌리를내리고,싹을틔

우고,꽃을피우는사이용기에함께들

어있는누에알은부화를거쳐나방으

로성장하게된다.누에는토마토와크

레스가 배출하는 산소를 소비하게 되

며, 대신 이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

산화탄소와 거름으로 쓰일 배설물을

공급한다.

식물생육실험은100일간진행될예

정이다. 식물생육과관련해서는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2016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지니아

(zinnia)의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지

만,아직다른행성에서식물을재배하

지는못했다. /연합뉴스

자녀와학부모함께하는무료미디어수업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가족TV 21일까지모집

스마트폰사용이일상이된자녀와학부

모가함께할수있는무료미디어수업이

열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

터는오는 21일까지 2019자녀와함께하

는학부모미디어교육-스마트한가족TV

참가자를모집한다.

이번수업은미디어를이해하고미디어

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들이올바른사용방법을

배워건전한미디어생활을하도록배려한

교육이다.

오는 26일오전 10시~오후 5시센터미

디어교육실등에서열리는이번교육은초

중등학생과학부모총 20명을대상으로

열린다.

4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은 ▲자녀

와 함께 우리 주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

해하는방법▲방송국수준의스튜디오에

서 자녀와 함께 가족영상 만들기 ▲개인

유튜브(Youtube) 채널개설영상업로드

▲무료편집프로그램파워디렉터교육등

으로구성된다.

수업은오는 21일까지구글폼(goo.gl/

forms/JVmjSlsHnKEMjVuV2)을통해

신청할수있고수강여부는 22일개별안

내한다. 신청 접수가 일찍 마감되면 홈페

이지(kcmf.or.kr/comc/gwangju)를통

해공지한다.문의 062-650-0332.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이통사간음성통화상호접속료인하

이동전화접속료분당11.64원

유선전화접속료분당9.15원

정부가 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

호접속료를인하하기로결정했다.상호접

속료는발신자와수신자가서로다른통신

사에가입해있을경우,발신자측통신사

가착신측사업자에지불하는망사용대

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2019년상호접속료방안을확정해

16일발표했다.상호접속료는 2년단위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비용과통화량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고,이동전화접속료를산정할때는

5G망투자비를반영했다고설명했다.

이번 상호접속료 결정에 따라 이동전

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작년 13.07원, 올해 11.64원으로인하된

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작년 9.99원, 올해 9.15원

으로 감소한다. 유 무선 간 접속료 차이

역시 2017년분당 3.7원에서작년 3.1원

으로줄었다.

과기정통부는대표번호로통화할때통

신사가전화부가사업자에지불하는 서비

스개발대가도총 12원에서 10원으로인

하했다.인터넷전화사업자가다른사업자

의인터넷망을빌려서비스를제공하는경

우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가입자당950원에서570원으로줄

이도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