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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인 과학기술협회 소식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프랑스에서 알아야 할 사항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질환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COVID-19로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은 2020년 3월 9일 알리며
전세계적 전염병(Global Pandemic) 발생을 선언했다. 이 날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10 개국이상에서 113,672명 감염되었으며 약 4,012명이 사망했고 프랑스는 문화부장관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1,412명이 COVID-19 확진을 받았다. 이들 중 25명이 사망했다. 3월
24일 현재 프랑스는 22302 명이 확진되었고 110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수

프랑스현황

확진자수

이동제한조치
(3월 16일부터 시행)
1.불가피한 이동시
필요한 서류
1)출퇴근해야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한
재택근무불가 확인
확인서
2)프랑스내무부지정이동
확인서 (자필 또는
프린트등의 종이형태의
확인서만 유효)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출처: https://www.pauljorion.com/blog/2020/03/25/covid-19-france-belgique-suisse/

건강상 이동
생필품 구매
 집근처 1 km 이내
개인운동 또는 반려견
산책
가족 돌봄
2. 지침 위반시 처벌
: 38 -135유로
3. 차량 이동시 위의
확인서 필요
4. 대중교통은 운행 중

감염 위험 지구 방문 했거나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15번으로 전화

마스크는 약국에서 구입 불가
(3월 4일 정부 발표)

Q&A

• Covid-19 감염 시 증상은?
주요 증상은 기침 가슴 조임 /통증 호흡곤란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다. 또한
아이들 의 경 우는 설 사등 의 현상 이 주로
나타난다고 함. 냄새의 민감성이
줄어들거나한다. 입맛이 없어지는 증상후
발병했다는 보고도 있음. 잠복 기간은 약
6일에서 최대 14일이다.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호흡곤란 및 신부전 또는
다른 장기 기능 상실로 사망할 수 있다.
• 얼마나 오래 바이러스 살아 있을 수 있나?
현재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환경에서 생존하는 시간은
몇 시간정도이다.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동
기간이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건을 만졌을 때 Covid-19로 감염될
위험은 매우 적다. 손 씻기, 표면의 청결
유지로도 충분하다.
• 참고
https://www.pasteur.fr/en/medicalcenter/disease-sheets/novel-coronaviruscovid-19#cause
Covid-19 국제 감염 현황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685d0ace521
648f8a5beeeee1b9125cd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프랑스 감염 현황 및 대처 방안 정보
https://www.dailymotion.com/MinSoliSante
https://www.pasteur.fr/en/medical-center/diseasesheets/novel-coronavirus-covid-19
https://www.pasteur.fr/en/researchjournal/news/novel-coronavirus-sars-cov2-what-weknow-about-disease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COVID-19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1. 감염되지 않기 2. 감염시키지 않기

손씻기

March 2020

임상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 자가치료
시도하지 않기
출처:
https://www.youtube.co
m/watch?v=BtNgoy9VOY
https://bada.io/detail?m
=DFFBBDF&viewGubun=
list&keyword=&pageGu
b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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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에서 23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ASCOF 춘계학술대회는 가을세미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장선거도 함께 치뤄질 예정입니다.

2019 춘계학술대회 개최

EKC 2019 (오스트리아 비엔나), CKC 2019 (캐나다 밴프) 참석

2019년 7월 15일/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EKC 2019 행사에 프랑스 과협회원들은 논문 발표와 함께
프로그램 구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동학회장으로 김준범 회장, 자문위원회에는 전창훈 전회장(불참)과
정광희 전회장(참석) 그리고 에너지/환경 세션장에 김준범, 전기전자/전산 세션장에 서혜원,
생물/바이오공학/의학세션장에 남기웅께서 활약하셨으며 총 23명의 프랑스과협회원들이 참석해서 학회를 빛내
주었다 ( 독일 73명, 영국 56명, 오스트리아 64명, 스칸디나비아 22명 참석), 또한 CKC 2019에는 김준범 회장, 김보람
총무가 참석해서 미팅참석 및 다양함 세션에 참석하였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특별세미나
(과총특별사업)
2019년 7월 18일 EKC 2019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9년 가을 세미나 개최
2019년 11 월 1 일 파리 한국관 (Maison de la Corée)에서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 과총 특별사업인 2차 프랑스
스타트업 창업스쿨 및 네트워킹 그리고 글로벌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들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연구 윤리 세미나
(2019년 차세대과학기술리더 교류협력 track1사업)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스타트업창업 전략 및 지원프로그램
:배정한, 판교테크노밸리창법센터 본부장
- 창업에서 1년까지 R&D 중심회사가 해야 할 일
: 김은혜 박사, CitéSource 공동대표
- 산업기술 R&D 사업의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
가이드 라인: 전준표 박사, KEIT 유럽사무소 소장
-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ethics
: 김병윤 박사, ITER
- 연구 방법론과 manuscript misconduct
: 목헌교수, Trinity College, the University of Dub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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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학경시대회
2019년 4울 21일 토요일 프랑스 5개 지역에서 프랑스 과협이 주최한 수학경시대회가 열렸다. 총 37명 (남/여 = 16/21,
영어/불어 = 14/23)이 참여했으며 2019년 6월 28일 주프랑스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지역소식 (Grenoble)
그르노블 지역모임
그르노블 지역회는 2019년 12월 29일에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14인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Naver labs의 이윤영씨
께서 비회원으로 참석했다.
- 참석자: 김영수 (CEA, postdoc), 김영진 (Grenoble IMP, postdoc), 김영필 (SOITEC, 정직원), 김융희 (Institut Laue Langevin, 연
구원), 박제준 (MINATEC, 박사과정), 신진화 (Universite Grenoble Alpes, 박사), 이선재 (SOITEC, 정직원), 이종민 (CEA,postd
oc) , 장평화 (고려대학교,박사과정), 정준택 (Spintec, postdoc), 주혜자 (ST Microelectronics, 정직원), Guy Vitrant (GRENOBL
E INP,교수), 안경모 (SPINTEC, postdoc)
- 비회원 참석자: 이윤영 (Naver labs, 정직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임을 진행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회 정기 모임: 지역회 회장/부회장 퇴임인사
• Seminar 1 : Piezoelectric micromachined ultrasonic transducer (Dr.정준택)
• Seminar 2 : Quantum transport simulation of two dimensional materials (박제준)
• 지역회 임원 선출 투표 (투표 결과 회장: 김영필, 부회장: 김영수)

 회원소식
IMT Lille-Douai 박정해 교수, 2019 국제탄소산업포럼에서 기조연설
박정해 교수는 경북 구미시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탄소산업의 발전방안 마련과 국내외 탄소산업 네트워트 강화를 위해
2019년 9월 19-20일 양일간 개최한 2019 국제탄소산업포럼의 개회식 해외초청 강연의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포럼에
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구미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내외 탄소전문가, 교수, 학생, 기업인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5 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5G시대 생활탄소소재라는 주재로 해외연사초청강연>전문가컨펀런스. 탄소산업전시회>탄소
산업관련기관간담회>중소기업R&D과제발굴회로 나눠 진행되었다. 박정해 교수님께서는 최근 자동차, 항공등 탄소복합
재의 응용산업에 대한 세계 동향과 연구성과에 대해 발표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관련정보>
http://www.icif.kr/contents/04_event/sub02.html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7690#08gq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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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진 회원, Université de Paris, Institut de Physique du Globe de Paris (IPGP) 에서 박사학위 취득
최한진 회원의 학위논문 주제는 The fate of marine magnetic anomalies in subduction zone (섭입대에서 해양지자기이상대의
운명)으로 섭입대에서 해양지자기 이상대의 강도변화와 지각의 물성변화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해에 관한 연구로 2019
년 12월 18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위 주제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Geology에 “Fading magnetic anomalies,
thermal structure and earthquakes in the Japan Trench”라는 주제로 2020년 3월자로 출판이 확정되었고 뒤이어 “Decreasing m
agnetic anomalies, lithospheric flexure and rejuvenated hydrothermalism off the Japan-Kuril subduction zone”라는 주제로 Geop
hysical Research Letter (GRL)에서 마지막 리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 두 주제는 일본해구에서 해양지자기 이상대의 진폭의
감소의 원인을 일정온도 이상에서 지자기장이 사라지는 큐리온도를 이용해 섭입하는 해양판의 온도구조를 새로이 규명하
여 새로운 지진메커니즘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최한진 회원은 동 연구소에서 postdoc 과정에 있으며 앞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다른 섭입대에서 지자기장이 사라지는 현상에 관하여 논문을 작성 중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섭입대 연구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최한진
회원의 활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The Fate of Marine Magnetic Anomalies in Subduction Zone
최한진 (CHOE, Hanjin)
Université de Paris, Institut de Physique du Globe de Paris (IPGP), Paris, F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 decaying seafloor spreading magnetic anomalies on
subducting oceanic crust. We investigate the magnetization of the oceanic crust both before and after subduction and
extend our initial study area from the Japan-Kuril subduction zone to other subduction zones to try to generalize our
observations. Before subduction, a 20% loss of magnetization between the outer-rise and the trench occurs in old
seafloor, caused by rejuvenated hydrothermal circulations and alteration of magnetic minerals. Conversely, such a
loss of magnetization is not observed for the young seafloor because the flexure remains very limited. After
subduction, both exhibit a fast decay of magnetization due to thermal demagnetization of titanomagnetite (Tc:150350°C) in the extrusive basalt, followed by a much slower one due to thermal demagnetization of magnetite (Tc: 580
°C) in the deeper crust. However, the fast decay is more rapidly achieved in the young seafloor due to differences in
the thermal structure. Overall, the magnetic anomalies in subducting oceanic crust decay as an effect of flexure,
normal faulting and hydrothermal alteration before subduction, and thermal demagnetization of the different magnetic
minerals after subduction. The seawater injected in the oceanic crust before subduction is trapped by the sediment
cover after entering subduction and may significantly heat up the slab through thermal blanketing, adding to the
thermal gradient and possibly heat released by serpentinization of the mantle wedge. The speed of thermal
demagnetization is modulated by the lithospheric thickness, hydration rate, and therefore the age of the sea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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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2019년 한국환경실천연합회 "제18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수상작
김예송 (Katie Kim)
Cours Saint François de Sales, Troyes, 5ème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을 한다. 매일 아침 울리는 핸드폰 알람소리
와 함께 한쪽에 놓여 있는 침대옆 작은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나 학교갈 준
비를 한다. 아빠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할 때에도 작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매일 가지고 간다. 지난 주 학

교에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하신말씀이 기억이 난다. 20-25년전에는 생수물을 플라스틱병에 넣어서 판다
는 얘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콧웃음을 쳤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 이젠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 생수병을 들고 다니고 운동 할때나 외출할땐 꼭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셨다.
이곳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다른 플라스틱 수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청에서 친환경소재의 큰 재활
용 비닐봉지를 한묶음을 무료로 나누어주고는 매주 월요일 (지역마다 다름) 아침에 가득찬 재활용 비닐봉
지들을 수거해간다. 일요일 저녁이면 집집마다 잘 정리되어 분리해 놓은 플라스틱, 재활용쓰레기들을 내
어 놓는데 저마다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듯 철저하게 정리된 재활용 물품들이 놀라울 때가 있다. 오늘도
뉴스에선 미국에 떠 밀려온 죽은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건이 한 가득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
렇게 수거되어지는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캔 등과 같은 재활용 물품들이 어떻게 처리될까 ? 궁금증이

생긴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보았다. 프랑스에서 환경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아빠는 내게 어떤 대답을
해 주실까? 돌아온 대답은 이번 주말에 보여줄게 있다는것이었다. 주말이 기다려졌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 다 모인 우리에게 아빠는 한 다큐멘타리 영화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플라스틱 차
이나 (Plastic China)”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영화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한 마
을에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재활용을 해서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곳에
서 처리되어지는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독일 및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나라와, 한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에서 폐기된 플라스틱들이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어져 그 마을에서 처리 및 재활용되고 있었으며,
그곳에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을 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들의 상당한 양이 바다를 건너 중국에서 처리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것으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전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보여 주셨던 사진 하나가 생각난다. 태평양에 한 거북이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이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로 들어가서 그것을 빼내는 사진이었다. 내가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태평
양 한가운데 살고있는 거북이들 먹이인줄 알고 먹고 있었다니…
많은 생각과 함께 우리집 이곳 저곳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분리수거를 잘 하는것 만으로도 환경오염으
로부터 큰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선택했던 편리함들이 더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
었다. 바로 옆 생수통 플라스틱, 비닐과자봉지, 아침 머리를 감을때 쓰는 샴푸 플라스틱통, 플라스틱 치약
통 및 치솔, 플라스틱 세제통, 어제 장을 보고 정리한 비닐봉지, 어제 피자를 먹고 같이 사용했던 플라스틱
접시, 콜라를 마셨던 플라스틱 컵, 아빠가 사용한 아이스커피 플라스틱컵, …. 정말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플라스틱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을텐데..어
떻게 살아가야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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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함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어떤것들이 있으며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재질
의 물건들의 사용을 줄이고 리필제품을 하거나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나도
학교 갈 때 일회용이 아닌 물통을 들고 다녀야겠고 우리 아빠와 엄마를 포함해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은 일회용품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마트에 식료품을 사러갈때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자 ! 한국에서는 마트에 갈 때에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

바구니를 잘 안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이곳 프랑스에서는 모두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활용을 해서 계
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장바구니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단어인 업싸이클 (upcycling)이라는 얘길 들었다. 다운싸이클 (downcycling)은 재활용 제품을
낮은 단계로 처리하는 (예를 들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소각하는 것)것을 말한다면 업싸이클은 재활용
품을 높은 단계로 처리 (경제성이 높은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재활용하는것)하는 것이다. 잘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업싸이클링할 수 있는 방법들과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잘 재활용 해야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물려주시는 소중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하는 것이 플라스틱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든다.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선진국이다. 우리는 경제선진국을 넘어서서 재활용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으로 내일 아침 기분좋게 텀블러에 물을 담고 학교에 갈 것이다.

그림과 글쓴이는 Cours Saint François de Sales,
Troyes, 5ème에 재학중인 김예송 (Katie Kim)양이다.
(김준범 교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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