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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C 산업동향
1. “韓-아세안, 5G-AI 등 ICT 협력 합의”
2. 'AR글래스'로 작업 지시...'5G 스카이십'이 재난 방지
3. 韓 OTT가 나아갈 길은? 넷플릭스의 '양'이냐 디즈니의 '질'이냐

동아일보, 10월 28일
서울경제, 10월 27일
조선비즈, 10월 25일

3
3
3

더팩트, 10월 22일
아이뉴스24, 10월 24일
연합인포맥스,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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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공정거래동향
1. "차라리 옥수수 돌려내"…뿔난 SKT 고객들, 웨이브에 '평점 테러'
2. 누구나 '웹툰' 배우고 그리게… 2022년까지 ‘웹툰융합센터’ 구축
3. 얄미운 중국, 한국 게임시장 점령하고 자국 시장엔 "못 들어와!"

한국경제, 10월 17일
환경미디어, 10월 18일
머니투데이,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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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동향
1. 5G 광통신 부품 脫일본·국산화 본격화
2. 콘텐츠진흥원, 중동 게임스콘 한국공동관 운영
3. 경기콘텐츠진흥원, '다산 정약용'을 콘텐츠에 담아 전세계로 소개한다

전자신문, 10월 24일
스트레이트뉴스, 10월 31일
동아일보,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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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C 산업동향
1. 가을 韓 극장가, 또 디즈니에 잡아 먹히나
2. 웨이브 출범 1개월…넷플릭스 넘었다
3. 中 화웨이, 자율 주행차 레이더 진출 구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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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e k ly R e p o rt

국내 DC
산업동향

“韓-아세안, 5G-AI 등 ICT 협력 합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7/98094739/1
'AR글래스'로 작업 지시...'5G 스카이십'이 재난 방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OOY1P0Y
韓 OTT가 나아갈 길은? 넷플릭스의 '양'이냐 디즈니의 '질'이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2739.html

글로벌DC
동향

가을 韓 극장가, 또 디즈니에 잡아 먹히나
http://news.tf.co.kr/read/entertain/1766023.htm

10월 28일
서울경제
10월 27일
조선비즈
10월 25일

더팩트
10월 22일

웨이브 출범 1개월…넷플릭스 넘었다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216976

10월 24일

中 화웨이, 자율 주행차 레이더 진출 구상 공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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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연합인포맥스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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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옥수수 돌려내"…뿔난 SKT 고객들, 웨이브에 '평점 테러'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10171784g

10월 17일

누구나 '웹툰' 배우고 그리게… 2022년까지 ‘웹툰융합센터’ 구축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9666292743

10월 18일

얄미운 중국, 한국 게임시장 점령하고 자국 시장엔 "못 들어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501201440814

10월 22일

5G 광통신 부품 脫일본·국산화 본격화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1024000363

10월 24일

콘텐츠진흥원, 중동 게임스콘 한국공동관 운영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73
경기콘텐츠진흥원, '다산 정약용'을 콘텐츠에 담아 전세계로 소개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30/98144783/1

스트레이트뉴스
10월 31일
동아일보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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