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7일 목요일제20580호�� 정보통신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화되는 미래 생활상을 9

월광주에서미리그려본다

KT(회장황창규 wwwktcom)가 오는 28일 광

주과학기술원(이하 GIST)기계공학동 잔디광장에

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청춘氣UP 토크콘서트

#청춘해(이하 #청춘해)를 열고티켓판매를시작

했다고밝혔다

9월 #청춘해는KT와함께GIST 국립광주과학

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공동주최로

알쓸신사(알면쓸모있는신비로운 4차산업혁명)

라는주제로진행된다

행사에는 국립광주과학관 조숙경 과학문화전시

본부장과GIST 이흥노연구원장등이패널로참석

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 변화될 생활상에

대해청춘들과이야기를나눌예정이다

쇼호스트장원의사회로진행되는이번콘서트에

는걸그룹여자친구와쇼미더머니6로화제가된랩

퍼 넉살 던밀스가 출연해 가을 밤을 뜨겁게 달굴

공연을펼친다

또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

는 사연을받아 무대에서 직접발표하고 공감하는

시간도마련된다

공연 전에는 5G 청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VR 카드보드뷰어만들기 땅따먹기게임 거짓

말 탐지기 게임 1분 초상화이벤트 등 다양한이

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5G콘셉트 포토존에서 4차

산업혁명을표현하는사진을찍어공연후기와 #

청춘해 #4차산업혁명을 개인 SNS에 올리면추

첨을통해다양한경품을제공한다

또 올레tv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오늘

의추천 메뉴에있는 오늘의이벤트에서 #청춘해

초청이벤트가열릴예정이다

이번공연은 11월광주에서열릴예정인 2017 전

파엑스포에 대한 지역민의관심을높이기 위한 사

전홍보도함께진행한다

전파엑스포는KCA주최로전파를체험하는기회

제공해전파에 대한 이해도를높이고 전파 자원에

대한가치를홍보하기위해개최하는행사다

#청춘해 티켓은 ▲예스24 ▲인터파크 ▲네이버

예약▲쿠팡에서누구나 1000원에구매할수있고

KT 고객이라면 KT 멤버십 그레이트컬처(Great

Culture)혜택으로멤버십 1000포인트차감으로도

구매할수있다 티켓수익전액은 KT그룹희망나

눔재단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 소리 찾기 기금으

로쓰일예정이다

KT그룹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k�

tgroup)에서는 사전 이벤트를 열어 콘서트 출연진

싸인CD등다양한경품을제공한다 지니뮤직애

플리케이션에서는 28일 29일 양일간 여자친구와

넉살&던밀스의 추천곡을 오늘의 선곡으로 소개

한다

KT홍보실장윤종진전무는 KT가추구하고있

는 피플테크놀로지(PEOPLE TECHNOLOGY)

에맞게산학연(産學硏) 기관들이모여청춘들에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기회인것같다며 요즘젊은친구들은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교양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

는데 이번 행사가 청춘들에게 지적 탐구의 시간과

함께 즐거움을 안겨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학생들이오는28일광주시북구오룡동에위치한광주과학기술원기계공학동잔디광장에서열리는KT청춘氣UP토크콘서트 #청춘해를홍보하는모습

KT 제공

GIST서 만나는 4차 산업혁명미래상

삼성전자의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사진>이 7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사전판매

된다

출고가는 64GB 모델이 109만 4500원 256GB

모델이 125만 4000원으로역대 노트시리즈중가

장비싼가격이다

체험 매장인 3800여개 SZONE을 비롯해 삼

성전자 홈페이지와 전국 디지털프라자 각 통신

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매장등에서사전 구매

를신청할수있다

삼성전자는 사전판매 기간 갤럭시노트8을 구

입해 20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56GB 모델 고객에게는 하만 AKG 블루투스

스피커또는네모닉프린터(각 16만 9400원 상당)

를 64GB 모델고객에게는신형기어VR(SMR

325) LED뷰커버와 배터리팩세트등을구입할

때사용할수있는10만원할인쿠폰을증정한다

이외에도 갤럭시노트8 신규 개통 고객 전원에

게디스플레이파손교체비용을 50%지원(1년 1

회)하고 유튜브 레드 3개월 무료 이용권 등을 제

공한다

이통3사도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을 개시하

면서다양한프로모션을내걸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8을 구매한 고객이 18

개월 후 제품을 반납하고 기기를 변경하면 할부

원금의 최대 40%까지면제받는 T갤럭시클럽노

트8프로그램(월 2750원)을마련했다

KT 고객은 프리미엄 슈퍼할부 현대카드로

단말을 할부 구매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2년 간

최대 48만원통신비할인에 8만원캐시백을더해

총 56만원의혜택을 받을수있다

LG유플러스는 Note8 중고폰가격보장프로

그램(월 4400원)을 선보인다 구매하고 18개월

이후사용하던휴대폰을반납하면최대 50만원까

지 정액 보장받을 수 있다 전국 LG유플러스 매

장에방문만해도구매와상관없이경품을 100%

제공하는이벤트도운영한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6일부터 운영한 온오프

라인의 갤럭시노트8 스튜디오 방문 고객은 이날

현재 300만명을돌파했다 연합뉴스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산

도구가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6개 기관은

VR 콘텐츠제작도구인 다누리(Danuri)VR을

개발 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 6일부터홈

페이지(danurivrorg)에공개한다고밝혔다

다누리VR은 가상현실 및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할수있는도구와공개소스를활용하는오

픈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로 구성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번기술을개발하기위해다부처지원사업을통해

3년간연구비총 113억원을지원했다

노경원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은 다누

리VR 공개와 기술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VR 분야의 발전 환경 조성

에힘쓸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과기정통부는연세대고려대등 8개대학

에다누리VR를 활용한강의를 도입하고 수도

권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 콘텐

츠를 적용하는 등 다누리VR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노트8 오늘부터사전판매64GB 109만원

여자친구

넉살던밀스

국립광주과학관은오는 9일 2030 미래도시특

별강연을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김경진<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미래사회 변화와 대한민국의 갈길을 주제로 강

연을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발

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강연이머지않은 13년후의대한민국의미

래를 함께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유익한 시간

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강연을 광주와 우리나

라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로

만들고싶다고전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2030 미래도시 특별전 개

최와 함께 다양한 강연을 진

행하고 있다 이미 3차례 진

행된 강연에서는 로봇과 IT

기술등 4차산업혁명과미래

에 대한 이공계 전문가의 이

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이

번 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고민하는현직의원의관점에서바라본 4

차 산업혁명에관한이야기를들을수있을것으

로기대된다

이번강연은오후 2시부터한시간동안국립광

주과학관 1층상상홀에서무료로개최된다 선착

순 100명에게는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의 무료관

람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과학관 9일 2030 미래도시 강연

국회과방위김경진국민의당의원

VR 콘텐츠제작도구개발무료 이용가능

28일 KT 토크콘서트 #청춘해

여자친구등인기가수공연

VR 게임 5G 청춘놀이터

11월 개최 전파엑스포 홍보도

광주과학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