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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0개국미래전력전문가들광주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7일 빛가

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6)

를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광

주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고밝혔다

BIXPO 2016은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

던 BIXPO 2015에 이어 2회째로 개최되

며 광주전남지역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허브를구축하는데한국전력의역할을제

고하고미래전력기술의트렌드를선도하

기위해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50개국에서 전력

및 에너지분야 글로벌 기업 산학연 등

400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기술교류

의장을펼친다

총 행사 기간 중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소개와관련기술을공유하는전력분야신

기술 전시회 국제발명대전 국제컨퍼런

스 CTO포럼을개최한다

전력분야신기술전시회는에너지신산

업 전시 신기후 전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박람회 InnoTech Show로 크게 4분야

로 나뉘어 전시될 예정이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을 이용한 전기 및 에너지 체험공간

인신기술체험관도함께운영될예정이다

또 국제발명대전은 국제발명가협회 (I�

FIA)로부터 공식 인증된 발명대전으로서

전세계전기전력분야뿐만아니라 ICT 환

경분야아이디어와미래인재발굴로관련

분야에새로운패러다임제시하는국제적

인발명대전이다국내외연구기관과기업

참가는 물론 일반인 및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또

는 개인에 대해 지난 14일까지 출품 신청

을받았다

특히 BIXPO 2016에서는 국내외 산학

연이 참여하여 ICT 디지털변전소

HVDC DC배전 등 미래 전력기술을 교

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하

고 30개국의 해외전력사 및 기업 CTO들

이 참여하는 CTO포럼은 전력기술의 미

래로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진행될 예

정이다 특별 초청강연에는 에너지혁명

2030의저자이자저명한미래에너지학자

인 토니 세바(Tony Seba) 스탠퍼드대 교

수가 에너지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펼친다

CTO 포럼은 BIXPO2016의 핵심프로

그램으로전력분야의다보스포럼화를지

향하며 세계 주요 전력회사와 글로벌 기

업 CEO 및 CTO가한자리에모여미래에

너지기술방향을선도하는비전을제시하

기위해마련됐다

또 신기술컨퍼런스는국내외산학연

전문가들참가하여전력분야신기술과최

신 트렌드 공유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컨퍼런스는 15개 분야

16개의세션으로구성되어있으며신기후

체제 대응기술 발전 송배전 ICT 등 미

래유망신기술등다양한분야에대한주

제로진행된다

한국전력은 전력보안기술 분산전원

디지털변전소 발전 신기술 등의 분야별

주제로컨퍼런스를주관하며이외에도기

후변화 DC배전 HVDC 등의 분야에서

유관기관과공동주관한다

한국전력이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온국제초전도산업정상회의 국제

수소연료전지파트너쉽등저명한에너지

컨퍼런스를 BIXPO 2016에 초청함으로

써관련컨퍼런스와시너지효과를창출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행사는

전력분야기술교류의장일뿐만아니라글

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자리로

글로벌 TOP3 에너지박람회가되도록최

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BIXPO 2016에는 효성 일진 대

한전선 LS전선삼성SDI 등의국내유수

기업과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

트 오라클등의글로벌기업이대거 참여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능형 CCTV

성능인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

혔다

지능형 CCTV는 영상 속 특정행위를

구분판독하는행위검출솔루션을이용

해 인물이나 물체를 추적식별할 수 있

다 또침입방화등이상행위를자동으

로식별하기도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용 영상 데이터

베이스(DB)에 기록된 6가지 특정 행위

(배회침입유기쓰러짐싸움방화)

를지능형 CCTV가얼마나정확하게구

분하는지평가해 지능형 CCTV솔루션

인증서를수여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비용은무료다

지능형 CCTV 성능 인증제도를 시행

하는 것은 세계 두 번째다 이전까지는

영국 안전국 부설 CAST의 iLIDS가

유일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용 영상 DB를

추가해 2020년까지지능형 CCTV의인

증 분야를사물기상특정인판별까지

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인증을원

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능형

CCTV랩(Lab)이나부산동남정보보호

지원센터에신청하면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지능형CCTV인증제운영

한국전력이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광주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6 )를연다지난해열린BIXPO 2015의모습 한국전력제공

신기술전시회
:에너지신산업신기후동반성장Inno

Tech Show

채용박람회

국제컨퍼런스
:20개세션 4000명참가

국제발명대전
: ICT환경분야등200개발명품전시

CTO 포럼(3일)
:30개국글로벌전력사

CTOCEO토론

토니세바
강연(2일)

BIXPO 2016 주요행사
11월 24일 DJ센터

MS효성 등주요기업참여

강연포럼등기술교류기회

에너지가상현실체험관운영

침입방화등이상행동식별

한전 BIXPO 2016 내달 24일 DJ센터서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

은 2016년 4차 이달의 우수게임으로 4

개 부문총 4개작품을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은 타르타

로스 리버스(일반게임 부문제작사 인

티브소프트) 몬스터슈퍼리그(오픈마

켓 게임스마트스터디) 옐로 브릭스

(착한게임자라나는 씨앗 ) 샐리의 법

칙(인디게임나날이스튜디오)이다

일반게임부문수상작 타르타로스리

버스는 2008년 출시돼 감성적이고 완

성도높은시나리오와수려한원화로많

은 사랑을 받은 타르타로스 온라인을

기반으로개발된액션MMORPG(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이다

9명의 원정대가 분리된 두 세계를 연

결하는 열쇠 오볼루스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그린게임으로최근대규모업데

이트를진행하는등계속새로운콘텐츠

를선보이고있다

오픈마켓 게임 부문에 선정된 몬스

터슈퍼리그는모험속에서몬스터를포

획하는수집형턴제(Turnbased) RPG

(역할수행게임)이다 개성 넘치는 몬스

터를 수집하고 자신의 몬스터를 조합하

는 전략을 수립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

다 저사양 기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장점도있다 지난 9월출시이후

30여 개국에서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

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

고있다

착한게임 부문 수상작 옐로 브릭스

는 게임 이용자가 세계 명작 오즈의 마

법사의주인공 도로시가되어동화속

세상을 경험하는 감성 어드벤처 게임이

다 수준높은그래픽아트와삽화 서사

성과게임의재미를함께구현한작품으

로평가받고있다

인디게임 부문에는 샐리의 법칙은

소설가의 꿈을 안고 도시로 상경한 샐

리가 위독한 아버지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인디게임이다 샐

리의입장과아버지의입장으로번갈아

게임을진행하는독특한시스템을갖고

있다

한편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기업에

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수여와함

께 2016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 자

격이자동으로부여된다

이밖에 ▲한콘진이 주관하는 게임 전

시회및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게

임홍보영상제작지원▲이달의우수게

임 홈페이지와 포털 게임 전문매체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가제공된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이달의우수게임 4개 선정

타르타로스 샐리의법칙

몬스터슈퍼리그

옐로브릭스

이달의우수게임수상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