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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겨울

방학을맞아특별전 서바이벌윈터랜드

(얼음성의 비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

혔다

서바이벌윈터랜드는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며 국립광주

과학관 기획전시실2에서열린다

이번 기획전시는 지구온난화 포스터

전시와리싸이클링트리전시 이글루체

험과 눈미끄럼틀 타기 등 8개 프로그램

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시기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30분에는 트럼펫 호른

등 금관악기로 연주하는 브라스밴드

(brass band)의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

도준비돼있다

또 이달 31일까지 겨울학기 스탬프투

어(Stamp tour)를 진행 빛 탐구실과

CSI과학수사대 메디랩 등 3곳의 테마

교실을체험한뒤스탬프를찍으면기념

품도제공한다

전시와관련된자세한내용은국립광

주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

encecenterorkr)나 전화(0629606210)

로문의하면된다 박기웅기자pboxer@

국립전파연구원이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5 전파연구종합발

표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전파연구원

이빛가람혁신도시로이전한뒤두번째

로여는발표회다

전파연구원은 이날 전파 관련 인증

기술기준 전자파안전이용 우주전파환

경 등 10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성과를올렸던전자파인체흡수

율측정방안과실시간단파통신장애알

림 서비스 등 전파방송통신 분야 연구

성과가소개된다

또광주전남지역의전파분야기술개

발과학술교류활성화를위해광주과학

기술원과 조선대학교가 각각 1개의 과

제를발표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2015 미래전파

아이디어 공모 및 창의 설계제작 경진

대회의시상식과수상작전시회도함께

열린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국립전파연구원 오늘 성과발표회사전예약부터1만5000여명이몰리며

관심을 끌었던 인터세이브(대표 이갑

형)의 신작 모바일게임 삼국영웅들이

출시 16일부터다운로드서비스에들어

갔다

삼국영웅들은 삼국의 통일을 꿈꾸

는군주가돼무장들을영입 200여종에

달하는영웅을수집해성장시키는 RPG

(Roll Playing Game)게임이다

이게임은풀(Full) 3D영상이장점으

로 꼽힌다 영울들의 화려한 전투 장면

과 전체적인 전장을 근접 원거리 등 다

양한시점에서바라볼수있다

또 4대 4 7대 7의 순위쟁탈전 칠웅

대난투전 등 영웅들간 전투와 강력한

적장이 직접 쳐들어오는 적장섬멸전

등의다양한모드가게임의재미를더했

다

여기에인터세이브는 삼국영웅들 정

식서비스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이벤

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구글 스토어에

서 삼국영웅들에 리뷰를 작성하면 경

험치상승 50%(1일)와 일반무장초대권

을지급한다

또 일정 레벨(203040레벨)을 돌파

할때마다공식홈페이지게시판에닉네

임과 레벨이 보이는 캡처 화면을 남기

면 121명을추첨해CU모바일상품권(1

만원권)과 외식상품권 (아웃백10만원

권) 삼성전자 기어S2를 증정할 예정이

다

한편 삼국영웅들은 구글플레이 스

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

한정보는공식홈페이지(httptkh

webgmcokr)에서확인가능하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1만5000명 예약 게임 삼국영웅들 출시

인터세이브 모바일전용 3D영상선봬이벤트진행도

60만 군(軍)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전쟁

이 뜨겁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국군 장

병을 노린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나섰

다

군입대를하면서자신의휴대전화를오

랫동안 정지 신청을한뒤휴가를나와서

만이용하는군인들은그동안 정지와 해

제 신청의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 오랜만

에휴가를나와친구와연인등장시간통

화를 하게 되면서 통신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군인들

을위한상품을선택해일반적인요금제보

다훨씬싼값에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

다

공중전화에서도내번호로발신 KT

올레나라사랑요금제군복무기간부

대에서전화를걸때스팸전화로오인 수

신거부를당하는수모(?)를겪는장병들이

적잖다 부대마다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

를 사용할 경우 지인의 휴대전화에 070

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표시 전화를 받는

여자친구나 지인들은 광고성 스팸 전화

로 오인해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

문이다

KT는 올해 10월 올레 나라사랑 요금

제를출시했다 국내최초로군부대공중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내가 사용하던 휴

대전화번호가뜨도록한서비스다

올레나라사랑요금제는월 1만6390원

(부가세 포함)에 200분 무료통화와 PC문

자 300건을 제공한다 매달 200MB의 데

이터가 주어지는데 군 복무기간(최대 25

개월 이월) 자동으로이월돼휴가때사용

할 수 있다 만약 5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

다면 1GB데이터가쌓여있다는것이다

휴대전화로수신된부재중전화나문자

를컴퓨터에서확인하고답장도가능하다

여기에 매달 이용요금의 10%를 나라사

랑 포인트로 제공 적립된 포인트로 통신

요금과단말할인에적용할수있다

휴가를 나오면 음성통화데이터가

무제한 SKT 지켜줘서 고마워 SKT

는지난7일군장병이휴가나외박을나오

면음성전화와데이터를무제한으로사용

할수있는 지켜줘서고마워 요금제를출

시했다

지켜줘서 고마워라는 하루 2200원(부

가세 포함)에 음성통화와 데이터(하루 2

GB 기본 제공초과시 3Mbps 속도로 무

제한 이용가능)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여기에요금제를이용할때마다하루요

금의 절반 수준인 1000포인트가 적립 전

역후요금납부나단말구입비용으로사용

이가능하다

군 전역자들을 위한 데이터 추가제공

혜택도있다전역후 6개월안에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을 하면 2년 동안 매달 50

MB1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전국 SK대리점에전역증이나병적증명서

를제출하면혜택을받을수있다

부대에서도 수신 전용 휴대전화를

LGU+ LGU+는 전국 군 부대에 휴대

전화와 중계기를 설치한다 국군 장병들

도 이제 공중전화가 아닌 부대 안에서

LGU+가 지원한 수신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할수있다는것 전군의병영생활관

마다 1대의수신전용공용휴대전화를보

급하고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중계기를

설치한다 또 3년간 통신요금 141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장병들을위한수신전용휴대전화는총

4만4686대가 지원되고 일과시간 이후부

터 취침 전까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

족이나 지인과 원하는 시간에 통화를 할

수있게된다

휴대전화사용이자유롭지못한군장병

들은이동통신사들의주고객이라고할수

없는데도 이들이 군 장병을 위한 요금제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잠재적 고

객 확보를 위해서다 전역 후에도 사용자

의 이탈을 막고 국방의 의무를 맡고 있는

장병들을위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

족이나지인들에게통신사의긍정적인이

미지를심어줄수있기때문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이통사 軍 고객잡아라 마케팅전쟁 후끈

우주비행사 3명을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실어나를러

시아 소유스 TMA19M 우주선이 15일(현지시각) 카자흐

스탄바이코누르의러시아우주기지에서발사되고있다 우주선에는영국의팀피

케러시아의유리말렌첸코미국의팀코프라등3명의우주인들이탑승했다

연합뉴스

우주정거장으로






군인 전용 모바일 상품

KT 올레나라사랑요금

공중전화로걸려왔는데

내아들이뜨네?

SKT 지켜줘서고마워

하루2200원 휴가때

여자친구와마음껏통화를!

LGU 수신전용휴대전화

생활관마다 1대비치

중계기설치도

무제한

군인 전용 요금제 잇따라 출시

맞춤형혜택이미지제고효과

겨울방학과학과놀자 특별전

광주과학관 1월까지 서바이벌윈터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