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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

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그레이스 포(GRACE

FO)를 실은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 그레이스포는 기후변화

관련데이터를우주에서수집할예정이다 연합뉴스

삼성LG 월드 IT쇼서 스마트폰 강자 가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3일부터 나흘

간 서울 코엑스에 열리는 월드 IT쇼

2018에 나란히 참가해 최신 전략제품들

을선보인다

특히 두 회사 모두 갤럭시 S9과 G7

씽큐 등 자사 핵심 스마트폰 모델과 음

성명령으로 가전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체

계를선보여눈길을끌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갤럭

시 S9갤럭시 S9+의 새로운 색상인

버건디 레드와 선라이즈 골드를 선보

였다

사용자들은 기능별 체험이 가능한 스

마트폰 체험 공간에서 갤럭시 S9 라인의

▲초당 960개 프레임 속도로 촬영하는

슈퍼슬로우 모션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변하는 듀얼조리개 ▲사용자

얼굴을 닮은 아바타로 이모티콘을 생성

하는 마이이모지 기능등을직접경험

해볼수있다

또 삼성전자는 2018년형 삼성 QLED

TV도 전시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원본 그대로의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2000과 저

화질 영상을 업그레이드해주는 기능의

인공지능 4K Q 엔진을 차별성으로 내

밀었다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연계한 가정

용사물인터넷(홈IoT) 기술도선보였다

행사현장에체험존을마련해음성명령

으로 TV를비롯해 에어컨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등가전품목들과연결해제

어하는사용방식을직접경험할수있다

메탈 디자인에 새로운 발열 제어시스

템(Z 에어 쿨링 시스템)을 적용한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 Z 및 07의 얇은펜

촉과 360도 회전 가능 터치 디스플레이

를 탑재한 삼성노트북펜(Pen)도선보

였다

LG전자도이번행사에서스마트폰신

제품인G7 씽큐를전시했다

밝은 햇빛 아래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볼수있도록한 슈퍼브라이트디스플레

이와스마트폰자체가스피커울림통역

할을 하며 강한 저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붐박스 스피커 기능 등을 차별

성으로소개했다

또 기존보다 약 4배밝게촬영할 수 있

는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 암실 체험실

을 조성해 사용자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촬영하는해당기능을직접 경험하

도록했다

LG전자의 AI 플랫폼인 딥씽큐도 선

보였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를

탑재한 LG전자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허브로 사용자가 음성명령으로 공기청

정기냉장고오븐 세탁기건조기스

타일러등을손쉽게사용하는체험을할

수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LG 올레드 TV

AI 씽큐도 전시된다 이 TV 역시 음성

명령으로 화면모드 및 채널을 변경하거

나볼륨을조절할수있는기능을갖췄다

월드 IT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국제전시회다

올해행사에는삼성전자와 LG전자외

에퀄컴등국내외 500여개기업이 1500

여개 부스를 마련해 AI와 사물인터넷

(IoT)자율주행차등 4차산업혁명을이

끄는핵심기술을선보인다

연합뉴스

국내외 500개 기업 참가

최신 IT 전략제품선보여

5GAI사물인터넷체험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오는

천체투영관 특별 프로그램 오라! 오로

라콘서트를개최한다

국립광주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진행

되는이번행사는 26일 오후 1시 30분과 3

시 30분 2차례 진행되며 남성듀오 BoK

(비오케이)의공연으로시작한다

이어천체사진가권오철의오로라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권오철 작가는 대한민

국을대표하는천체사진가로세계유명천

체사진가로 구성된 TWAN(The World

At Night)의 일원이다 오로라를 주제로

진행되는그의특별강연은환상적인오로

라 사진을 찍기 위한 그의 노력과 여정을

알아보는시간이될것이다

행사의 마지막은 생명의 빛 오로라가

장식한다 영상을 통해 밤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시간을마련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6월 3일까지 곤충

을주제로한소규모특별전 나불나불나

비 이야기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번 전시는 김원기(전 생물방제연구원 곤

충바이오센터연구원)씨가증정한곤충표

본 5000여점중봄에어울리는나비목을

선별해전시했다문의0629606172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KT(회장 황창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반으로 실

시간로밍자동정산 기술을개발했다고

최근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한 달씩 걸리던 통신사

간로밍요금정산을발생건별로실시간

처리할수있다고KT는설명했다

실시간 로밍 자동 정산 기술은 통신사

끼리 교환하는 이용자 사용 데이터를 블

록체인기반의스마트계약(Smart Con�

tract) 기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검증확

인할수있다이과정에서오류가발견되

지않으면실시간정산도가능하다

스마트계약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

으로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계

약과 거래가 이행되는 디지털 계약 방식

이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과 이행 사항

등계약에필요한요소들을설정한후이

요소가 충족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

으로실행되는디지털계약을말한다

KT 관계자는 국제협력을통해기술

을충분히검증한뒤차세대국제로밍정

산체계로확대될수있도록표준화를제

안할 계획이라며 해외 통신사에 실시

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산 인프라로

개발해활용할예정이라고말했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KT 로밍 요금실시간자동정산하세요

KT는블록체인기술기반으로 실시간로밍자동정산 기술을개발했다고밝혔다

<KT 제공>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인기 아이돌

을 앞세운 콘텐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

다 화제성이중요한모바일콘텐츠시장

에서 열성적인 팬덤을 발판으로 이용자

층을넓혀가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의 동영상 서비스 옥수

수(oksusu)는 21일 자체 제작 콘텐츠

엑소의 사다리타고세계여행첸백시일

본편을독점공개했다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은 옥수

수와 SM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선보이는

아이돌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들의 여행기

를 담았다

옥수수와 SM이앞서선보인리얼리티

예능 레드벨벳의레벨업프로젝트는시

즌1과시즌2 모두조회수 1000만건을돌

파하며인기를끌었다

KT 올레tv 모바일도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신규오리지널콘텐츠 2편을잇

따라공개한다

28일 JBJ위너여자친구등이출연하

는웹예능 아미고TV 시즌3에 이어 6월

에는워너원의단독예능프로그램 워너

트래블을 선보인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 만큼 화제를 모

을것으로올레tv는기대하고있다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피키캐스트의

야식 먹방 예능 엄마가 잠든 후에도 아

이돌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난 17일

공개된 트와이스 특집 편은 3일 만에 누

적조회수 180만건을기록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아이돌 그룹

은 단기간에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효과

적인수단으로평가된다

아이돌의 주된 팬층인 1020대는 모

바일동영상주시청층과겹친다

나스미디어의 2018 인터넷 이용자 조

사 보고서에따르면 10대와 20대의모바

일동영상시청시간은각각 905분 638

분으로평균(524분)을크게 웃돌았다

특히 K팝 열풍에 힘입어 아이돌 팬층

이 해외로 확대되면서 아이돌 마케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업계의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글로벌 동

영상라이브플랫폼 브이라이브다

브이라이브는방탄소년단을앞세워해

외이용자를끌어모았다

브이라이브방탄소년단채널의팔로워

는채널중 최다인 910만명이며 이가운

데상당수가해외이용자다

방탄소년단 채널의 동영상 누적 재생

수는 7억건을 넘었다 지난 18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컴백 프리뷰쇼 역시 이틀

만에조회수 500만건을돌파했다

연합뉴스

신비한 오로라세계 26일 광주과학관특강
클릭수 보증수표 아이돌내세운모바일콘텐츠

자체제작예능조회수수백만

블록체인기술시간단축

우주서물의흐름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