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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정보 for 골린이



1 Driver 2 Brassie

3 Spoon

4 Baffie 5 Cleek 7 Heaven



가장 중요한 샷
은 다음 샷이다

고수의 샷은 ‘본 대로’ 가고, 

하수의 샷은 ‘걱정한 대로’ 간다.



세계관, Universe



전통적인 세계관





華夷論적 세계관 순환론적 세계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게임의 세계관





출처: 워크래프트 홈페이지

출처: 워크래프트 홈페이지



출처: 지식iN 2022.3.5



Digital Map



출처: 구글 맵

출처: 네이버 지도



https://policy.naver.com/rules/search_policy.html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 접근권한침해



Tmap v. 김기사

➢ Digital Map 저작권 관
련 사례(2015)

➢ Digital Watermark



가상 토큰의 세계





출처: 2021.11.3 매일경제신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가상세계용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의류와 운동화를 팔기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나이키는 자사 로고인
'스우시(Swoosh)'와 '에어 조던(Air Jordan)', '점프맨(Jumpman)' 등을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나이키는 '저스트 두 잇(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출원 서류를
제출했다. WSJ은 "나이키는 곧 신을 수 없는 운동화를 판매할 수도 있다"며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운동화, 작품 등에 수천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가사유상 굿즈

➢ 모나리자

➢ 국대 유니폼

출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기술의 가속화

& 오픈소스



[과학의 날 특집] SKT 미래를 이끌 혁신 기술 10가지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출처: https://www.goodfirms.co/blog/best-free-open-source-Artificial-Intelligence-software

AI: Vision AI & Language AI & Barrier Free AI & Biomedical AI



5G MEC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VM/Container 관리를 위한 Defacto Standard인 OpenStack/Kubernetes 사용

LF Edge 산하의 AKRAINO Project

OSF(OpenStack Foundation) Edge Computing Group 산하의 Airship, StarlingX Project 등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https://youtu.be/YS552bJNwlw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Key: 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을 보장해야 함

우주항공산업의 특성상, UAM을 구성하는 시스템들 하나 하나가
신기술의 집약체이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매우 폐쇄적인 영역

각 사업자들이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들의 고유 정보와 권리는
보호하면서, 

UAM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를 선택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는 체계 구축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https://interussplatform.org/

InterUSS Project: UAM 상호 운용성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AI &

Metaverse



출처: 넷플릭스

출처: 스캐터랩





리눅스 재단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는 Trusted AI(신뢰할 수 있는 AI)와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관련

개발 도구를 제공

MS, 구글, IBM 등의 글로벌 기업은 AI 윤리와 관련한 자동화 도구를 오픈 소스 또는 상용 도구로써 제공

AI Fairness 360 패키지에는 편향성 검출 및 제거를 위한 메트릭(metrics) 세트, 모델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및 샘플 데이터 세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Toolkit을 이용한 AI 공정성 검증 (sk.com)

출처: AI Fairness 360 (mybluemix.net)

https://devocean.sk.com/blog/techBoardDetail.do?ID=163512
https://aif360.mybluemix.net/


Elon Musk의 세계관



SpaceX

“지구 이외에 인류가 자립할 수

있는 제2의 문명이 없다면 인류는

모두 멸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야 한다.

Tesla

“늘어나는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차로 대체해야

한다”.

Subprime Mortgage 

펠컨 1호의 3번째 발사 실패 &

테슬라 첫 모델 출시 지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최악의 불황

Dogecoin

"도지코인이 맘에 든다, 

쿨해보인다."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정복할 것”

Bitcoin

1조 7천억원규모비트코인투자

발표

테슬라의전기차도구매가능(‘21.7월

결제중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