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192020년 3월 28일 토요일

2020 나의 버킷리스트 ⑪~⑫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업에 필요한 

앱, 홈페이지 등을 디자인해야 하

는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직

접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

라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지만 더 이상 어려워

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웹사이트 디자인하기

웹사이트 디자인은 학교 프로젝

트 브로슈어, 회사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하

게 쓰이는 곳이 많아 배워두면 앞

으로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다. 웹

사이트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기

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서 프로그래밍이 목표가 아니라면 

보다 쉽게 웹 디자인을 할 수 있

는 웹사이트 제작 보조도구를 사

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현재 

다수의 웹사이트 제작 도구가 제

한된 기능의 무료 옵션을 제공하

고 있어 쉽게 도전할 수 있다. 

[WIX.com]

 무료 버전과 멤버십 버전 두 가

지 모두 제공하고 있는 윅스(WIX)

는 많은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의 

무료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이다. 

윅스는 온라인 매장, 블로그 도

구, 이미지 편집, 모바일 전용 사이

트 디자인 등 다른 웹사이트 빌더

들보다 더욱 풍부한 기능을 갖추

고 있어 디자인의 자율성이 큰 편

이다. 또한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

운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물론 기

능 사용 설명과 지원팀이 다른 웹

사이트 빌더들보다 뛰어나다. 윅

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다. 가입 후 

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윅스 광고

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wix.com이 

붙은 URL로 생성이 가능하다. 보

다 전문적이고 맞춤형 URL을 가

진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면 월 12

달러부터 시작하는 멤버십을 가

입하면 된다. 

간단한 스마트폰 앱 만들기

제대로 된 스마트폰 앱을 제작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천천히 절차를 밟아 생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간

단한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어플

을 만들고 싶다면 일반인도 디자

인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어

플도 새로 개발되고 있다. 

[Appinventor(앱인벤터)]

앱 인벤터는 MIT(미국 매사

추세츠 공과대)의 학생들과 Hal 

Abelson교수가 2010년에 만든 

무료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이다. 프로그래밍 지식없는 일반

인들이 앱 인벤터를 이용해 다양

한 시각 객체들을 쉽게 정리된 인

터페이스에서 마우스 하나로 드

래그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용 

응용 프래그램을 디자인하고 출

판할 수 있다. 앱 디자인을 시작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다. MIT가 직접 만든 

앱인벤터(www.appinventor.mit.

edu) 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가

르쳐주는 단계별 강좌와 함께 다

른 유저들과 조언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포럼도 마련돼 있다. 컴퓨

터만 한 대만 있으면 앱 제작을 처

음 해보는 사람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앱을 다 만들고 나면 안

드로이드 앱 파일명인 ‘.apk’로 저

장할 수 있고 저장된 파일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마켓에 올려 다

른 유저들과 공유할 수도 있어 실

용적이다.

학생기자 마찬혁(상해한국학교 12)

경매시장은 원칙적으로 '2차 시

장' 즉 '중고시장'이다. 미술 작품의 

경우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화가의 

작품은 제일 먼저 1차 시장인 화

랑으로 간다. 그 후 화랑을 통해 컬

렉터들 손에 작품이 들어가고 경

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즘은 

대형 화랑이 경매회사를 설립하거

나 대형 경매회사가 화랑을 인수

하는 식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

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하

지만 화랑이나 개인 간의 거래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작품을 살 

기회가 주어지는 데에 반해, 경매

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작품을 살 

수 있는 열린 시장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술

품 경매를 상류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 경매를 접하

는 문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

도 경매에 참여해 여러 미술 작품

을 관람하고 그 열기를 느껴보는 것

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미술품 경매 회사

중국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인 차

이나 가디언(中国嘉德)은 1993년 설

립된 이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도쿄와 같

은 아시아 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다. 

세계 미술품 시장은 대부분 크

리스티(Christie’s)와 소더비(So-

theby’s)라는 미술품 경매회사에

서 이뤄지고 있다. 세계 미술 경매 

낙찰액의 70% 이상을 이 두 곳에

서 차지하고 있다. 크리스티와 소

더비는 각각 1766년, 1744년 런던

에서 처음 경매를 시작했다. 

경매 참여하기

그렇다면 상하이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경

매에 구경하러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응찰을 하려면 절차

가 필요하다.

① 먼저 ‘차이나 가디언’의 홈페이지

(www.cguardian.com)에 들어가

서 참여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② 우선 ‘미리 보기’를 검색하고 카

탈로그와 경매 규칙을 읽고, 자신

이 관심 있는 항목 찾아야 한다. 

③ 입찰자 입장으로 경매를 참여

하려면 ‘경매품조회(拍品查询)’

을 클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경매회사는 작품의 진위여부 또

는 품질을 보증하지 않고 경매 

그 자체만 진행하므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 작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입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입찰하고 싶은 작품에 대한 조

사가 끝났다면 자신이 원하는 

입찰 방식, 즉 현장 입찰 방식 또

는 온라인 입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차이나 가디언의 

경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를 제출한 후 서명을 하면 ‘차이

나 가디언 카드’를 발급해준다. 

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여권(신분증)을 사용해 입찰 등

록을 하고 현금 보증금을 지불

하면 경매 때 사용할 수 있는 입

찰 패를 받을 수 있다. 

⑥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실제 경

매가 시작되기 전 주의사항을 

듣는 사전교육을 받고 난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생기자 조현서(상해한국학교 12)

필요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내 손으로!

상하이에서 미술품 경매 참가하기

상하이저널 학생기자들의 

2020 버킷리스트

1. 특허권 내기

2. 음원 내기

3. 단편영화 만들기 

4. 책 출판하기

5. 타오바오에 상점 개설하기

6. <반료동물 키우기> 

     가이드북 제작하기

7.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되기기

8. 나만의 역사 기록물 만들기

9. 자격증 따기

10. 중국에서 투자하기

11.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기

12. 미술 경매 참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