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KT

기업소개

KT는 1981년 창립 이후, AI, BigData, Cloud를 기반으로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

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KT는 정보통신회사로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IPTV 등 통신서비스 사업과 스

트리밍, 실시간 TV 채널 및 VOD 등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T

는 5G 모바일 서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참고)

- 고객중심

고객發 자기혁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제공합니다.

- 주인정신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실력을 갖춘 당당하고 단단한 KT의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 소통/협업

조직의 벽을 넘어서는 수평적인 소통과 유연한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 본질/과정

業의 본질에 집중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혁

[1981~현재]

(생략)

2017. 인공지능 TV ‘GiGA Genie’ 출시

      인공지능 TV ‘기가지니’ 가입자 10만 달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개시 및 강릉/광화문 5G 전시관 운영

      Y데이터박스 출시

      3차 남북정상회담 방송중계 및 통신 지원

      데이터ON 요금제 가입자 100만 돌파

      10기가 인터넷 출시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좋은기업 시상식 4개 부문 1위

      5G 상용 전파 첫 송출 및 KT 5G 1호 가입자로 인공지능로봇 ‘로타’ 선정

2019. 다보스포럼 IBC 국내최초 초청

      국내 최초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미세먼지 정보 제송 ‘Air Map Korea’ App 출시

      5G 네트워크 활용, 한-미 대륙간 홀로그램 세계최초 시연

      세계 최초 5G 사용 서비스 시작

      국내 최초 실제 도로에서 5G-V2X 기술 시연

      동반성장지수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선정



      세계 최초 개방형 ‘28GHz 대역 5G 빔포밍 기지국’ 개발 성공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수상

      통신업계 최초 한국의경영대상 ‘고객가치 최우수기업’ 선정

2020. GEPP, 글로벌 모바일(GLOMO) 어워드 수상

     ‘AI 고객센터’. 美 ‘스티비어워즈’ 4년 연속 수상

     KT그룹,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수상

2021. KT-삼성전자, 세계 최초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 개통

     ‘050 개인 안심번호’ 서비스 출시

     ‘DIGICO KT 오픈랩’ 출범

     ‘글로벌 지속가능브랜드 100’에 3년 연속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선정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

1. 대한민국 통신 발전사 및 DIGICO 세상 

  - 대한민국 통신 역사 

  - 4차 산업혁명과 DIGICO세상 체험 (언텍트 ※Future On Live Tour)

 ※Future On: KT융합기술원소재 R&D Show Room으로 아이템별 온라인 팸투어 진행

2. AI 블록코딩

  - 인공지능의 이해 및 말하는 지니 실습

기업 

소개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