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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최신휴대폰 사자마자구형?

국내이동통신사들이이르면이달말광대역롱

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의상용화를시작

할것으로알려져최신스마트폰판도에도영향이

미칠전망이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

사는 225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의 광대역

LTEA 서비스를이르면이달 20일을 전후해상

용화할예정이다

상용화시작시기는스마트폰단말기의망연동

테스트기간과스마트폰단말기공급상황등에따

라조금씩달라질수있지만대략적인시기는확정

된 분위기다 광대역 LTEA를 지원하려면 기존

스마트폰에서프로세서를바꿔야한다 퀄컴 사의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빼고해당이동통신

기술을지원하는 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를단

다

문제는이서비스의상용화에맞춰 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가

출시되면기존제품이순식간에최신제품대열에

서밀릴수있다는점이다

출고가가 8090만원인 스마트폰을 사고도 심

한경우불과한두달여의구입시기차이로일부소

비자는 2년 동안 빠른 속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기회를얻지못하게되는셈이다

삼성전자갤럭시S5는국내시장에서지난3월27

일부터 시판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광대역

LTEA를지원할수있는 갤럭시S5 프라임으로

알려진제품을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최근미

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인증도취득했다

출시시기가좀더늦은LG전자의스마트폰G3

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판됐지만 광대역 LTEA

지원제품이올여름중에는나올것으로전망된다

광대역 LTEA 상용화와 이에 맞는 제품 출시

로그만큼제품의주기가단축되는상황이발생할

수있는셈이다

김종훈 LG전자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

부문상품기획전무는지난달G3출시기자간담회

당시 225Mbps의 새 LTE 네트워크에대한대응

은 국내 사업자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고 말해 광대역 LTEA 출시에 맞춰 제품을

준비하고있음을시사한바있다

G3는 출시 당시부터 고화질 쿼드HD(QHD

HD의 4배화질) 화면등을내세워출시시기를앞

당겼다는평가를받았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G3는 글로벌 시

장전체를염두에두고출시한제품이라며 광대

역 LTEA를 지원하는 신제품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아직결정되지 않았다고해명했다

연합뉴스

3배 빠른 LTEA 시대개막

스냅드래곤 805 탑재 해야이용

삼성LG 등新모델출시본격화

구입시기따라최신폰도이용못해

KT는 세배빠른 LTE 서비스인 광대역 LTE

A를전국에서이용할수있도록준비가완료됐으

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이 출시되

면바로이용할수있다고지난 16일밝혔다

KT는현재서울 수도권및전국광역시에광대

역LTE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망은

미래부의 광대역LTE(18GHz) 주파수 할당조건

에 따라 7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LTEA란이미서비스중인광대역 20MHz주파

수 대역에 추가로 10MHz 대역을 묶어 최고 225

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

이다

KT의 네트워크에는광대역 LTEA 기술이 모

두적용돼있기때문에단말만출시되면고객은바

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대 225Mbps의 다운로드속도로서비스를이용

할수있다

KT는 광대역LTEA 단말출시를위해네트워

크망연동테스트를마친상태이다해당서비스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LTEA 단

말을다음주중출시할예정이며 이번주중 갤럭

시S5 광대역LTEA 스페셜에디션에 대한 예약

가입을진행할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T 다음달부터 LTEA 전국서비스

AirDroid 2

제작SAND STUDIO

사용기반 안드로이드무료

PC에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관리

할수있는앱이다 PC에별다른설치

없이 스마트폰 연락처 관리 문자 송

수신앱설치등을할수있으며휴대

폰의 텍스트를 PC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POLARIS office

제작ONS

사용기반안드로이드 아이폰무료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파일을 읽

고 편집할 수 있으며 pdf hwp 등의

문서도 열어볼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특징은클라우드저장공간(구글 드라

이브 드롭박스 등)을 연동해 문서를

자동저장하고 어떤 기기에서나 동일

한문서를이용가능하다는점이다

AVStreamer

제작EPLAYWORKS

사용기반안드로이드유료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PC를 제어

할 수 있는 앱이다 데스크탑 자체를

제어함은물론 초당 30프레임이상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해 PC내 동

영상을끊김없이감상할수있다

금주의 추천 앱

내 PC 같은스마트폰

POLARIS office

AirDroid 2

AVStreamer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업무환경 역시 변

화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해서 사무용 컴퓨터와 잘 연동

되고 업무용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각광받고 있다 어느 장소에 있

건 생산성을 높여주는 업무용 클라우드 앱을 소개한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삼성 갤럭시 S5

LG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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