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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주최로3일(현지시각) 미국샌디에이고컨벤션센터에서열린 SID 2014에서관

객들이LG전자의UHD곡면OLED TV(위)와삼성전자의UHD커브드TV를각각둘러보고있다 연합뉴스

美SID 2014

삼성LG

곡면 TV 전쟁
디스플레이전문전시회최첨단제품출시기술력경쟁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3

5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 컨벤션센

터에서 열리는 SID 2014에 참가해 경쟁을

펼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커브드(곡면) LCD

TV에 초점을 맞췄고 LG디스플레이는 곡

면 LCD TV뿐만 아니라 곡면 OLED(유기

발광다이오드) TV를 함께 전면에 내세웠다

SID(The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는 1962년 미국에서 시작한 디스

플레이 전문 전시학회로 올해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실력을 뽐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곡률

이 4200R(반지름이 4200인 원의 휘어진

정도) 105인치 UHD(5120×2160) 커브드

TV와 65인치 UHD(3840×2160) 커브드

TV 등 곡면 LCD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

했다

또 커브드 LCD를 TV뿐만 아니라 모니

터로 만들어 커브드 패널을 다양하게 활용

했다 커브드 모니터는 정보 검색과 멀티태

스킹 게임 등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설명이다 또 업계 최

초로 양산에 성공해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

트폰에 사용되는 184인치 569인치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 모바일용 OLED 패널

저소비전력의 친환경 그린 LCD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소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OLED와 LCD로 만든 곡면

TV 라인업을 구축했다 IPS 기술 기반의

65105인치 울트라HD 곡면 LCD TV와

556577인치 울트라HD 곡면 OLED TV

가 부스를 채웠다 LG디스플레이의 울트

라HD 곡면 TV는 FPR 3D기능이 기본 탑

재되어 있어 곡면 디자인과 결합했을 때 몰

입감을 극대화해준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

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일반HD(1280×720)

해상도의 4배인 쿼드HD의 55인치 모바일

용 디스플레이 98인치 울트라HD 전자칠

판 투과율을 기존제품보다 17% 높인 투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를 함께 전시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음향기기업체 아이리버 인수를 본격적으

로 추진한다

SK텔레콤측은 3일 스마트 앱세서리 사업 포트폴리오

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리버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앱세서리는 모바일 앱과 액세서리를 합친 말로 SK텔

레콤은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주변기기에 대한

수요가증대될것이라는예상 하에 초소형프로젝터 스마

트빔과교육용 스마트로봇아띠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폰

앱세서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리버는 과거MP3플레이어와 전자사전 등으로 인

기를누리는 등 관련분야에 기술력을갖춰인수 시 시너

지효과를낼수 있을것으로 SK텔레콤측은 보고 있다

아이리버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어려움을겪은 이후현

재는 초고음질원음 음악 재생기 아스텔앤컨 등을주로

생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아남전자와도휴대용 고음질와이파

이 오디오 제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수의향서(LOI) 제출을생략하

고 곧바로 입찰에 참가하게 됐다며 추후 과정은 매각

주관사의 결정에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휴먼팩토리 신들의 전쟁 캐리비안베

이 등 다양한 장르의 소셜네트워크게임

(SNG)을선보인 인터세이브가 이번엔퍼즐

에타이쿤의 재미를더한신작을런칭한다

광주의 대표적 스마트폰 게임 전문개발

사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3일 상큼한

과일 판매 스마트폰 퍼즐게임 파라파라

YO for Kakao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우선 출시된 파라

파라YO for Kakao는 드래그&터치 기

능을 이용해 같은 과일을 3개 이상으로 배

열시키는 퍼즐게임이다 퍼즐 요소와 함께

취향이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과일을 제때

포장 판매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제한 시간

에영향을주는 등 판매와 관리라는타이쿤

적 장치로 재미를더한것이특징이다

주어진 미션을클리어하는 스테이지 모드

외에도 제한시간 내 고득점을 얻는 챌린지

모드가 있어 사용자들과 경쟁할수도 있다

인터세이브는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

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파라파라

YO for Kakao를 다운받은 이용자 중 모

두 400명을 추첨해 베스킨 라빈스 요거트

스무디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같은 기간

동안 정해진 스테이지를 클리어 한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1만 원권 200명

2만 원권 20명 5만 원권 5명)을선물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

ppyowebgmc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삼성전자가 갤럭시 W를 SKT를 통해 출시했다 신제

품은 169 화면비의 7인치 HD TFT 화면을 장착한 것

이 특징으로 큰 화면을 이용해 두 앱을 한번에 띄울 수

있다 삼성전자제공

SKT 아이리버인수추진

앱세서리사업강화입찰참가

광주 대표게임개발회사 인터세이브

퍼즐게임 파라파라 YO for Kakao 서비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앱도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치

정보를활용한각종지역정보제공 증강현실기능 hud기능등기존내비게이션이제공하지못하는다

양한편의기능을갖춘매력적인앱들이등장하고있다

Tmap 제작SK planet  사용기반안드로이드아이폰

국내서가장많은휴대폰사용자를확보하고있는 SKT의 Tmap은 이동통신사

점유율처럼높은사용자를보유하고있다 내비게이션에는위젯 블랙박스 타임머

신 교통량에따른길안내기능등을제공하고있다

올레네비제작KT 사용기반안드로이드아이폰

Tmap과는다르게타사와자사구분없이무료로이용가능하다 초행길도쉽게

찾아갈수있게설계된UI는장점중하나다데이터나배터리사용량도Tmap보다

비교적적게소모된다

U+Navi LTE  제작LG유플러스사용기반안드로이드아이폰

국내최초로 Full클라우드내비를지원하는유플러스내비는 3D 맵을지원하여

입체감을 높였다 자사고객만 이용가능하며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무료로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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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지척척내 손 안의 길 안내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삼성전자화면커진 갤럭시W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