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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빠른인터넷이온다

1Gbps

KT가 지난 20일 국내 최초로 올

레기가인터넷전국서비스를상용

출시했다

올레 기가 인터넷은 지난 2006년

상용화한 100Mbps의초고속인터넷

보다 최대 10배 빠른 1Gbps의 속도

를제공한다

이는 4GB인풀(Full) HD 영화또

는음악 1000곡을 33초 만에다운로

드가능한속도다 이를통해초고화

질(UHD) 대용량 콘텐츠를 손쉽게

주고받을수있게되고게임과티켓

예매 수강신청등온라인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없었던빠른응답속도로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최대 3배 빨라진 올레 기가 와이파

이로대용량파일을보다손쉽게이

용하고 올레 기가 UHD TV는 기

존 Full HD 화질 대비 4배 더 선명

한 UHD 화질을 끊김 없이 생생하

게전송할수있다

이와 함께 KT는 세계 최초로 전

력선의혼선제거기술을도입해 최

대 300Mbps의 GiGA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올레 기가 와이어도

상용화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아파

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도 구내

망 교체 없이 GiGA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장비 거리나 전송 매

체 등에 영향 크게 받던 기존 방식

대비 속도 안정성 또한 보장받게 된

다

KT는 지난 5월 미래네트워크전

략으로 기가토피아(GiGAtopia)

를 발표한 뒤 지난 7일엔 국내 최고

의 기술력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

탕으로 신안군 임자도를 기가아일

랜드로구축한바있다

올레 기가 인터넷은 1Gbps의 올

레 기가 인터넷과 500Mbps의 올레

기가 인터넷 콤팩트로 구성된다 고

객은 3년 약정으로올레 tv 올레 모

바일(LTE)과 결합할 경우 보다 저

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다

KT는 2015년 4월30일까지 올레

기가 인터넷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이 모바일 2회선 이상(67요금제 이

상 2회선이나 79 이상+34이상의 2

회선 또는 34이상 3회선)과 결합하

면월 5000원의올레기가인터넷콤

팩트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

가인터넷뭉치면올레 이벤트도시

행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T 기가인터넷 첫 상용화전국서비스

음악 1000곡영화 1편 33초에다운로드

노후아파트거주민망교체없이사용가능

Aliexpress 제작Alibabacom안드로이드아이폰

얼마 전 뉴욕증시에 상장 대박으로화제가되었던 알리바

바의국제 쇼핑몰이다 삼성을 위협하고 있는 샤오미 휴대폰

에서부터 ZTE 화웨이 레노버 등 저렴하고 질 높은 중국스

마트폰을무료배송으로구매할수있다

헬로모바일제작CJ Hellovision인터넷 안드로이드 아

이폰

반값유심요금제로화제가된알뜰폰 헬로모바일앱이다

KT와동일한망을써서통화품질이보장되고통신 3사 대비

절반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데이터 통화 등)를 이용할 수 있

다

휴대폰뽐뿌모니터링제작JJANGG96안드로이드

국내최대휴대폰구매커뮤니티인 뽐뿌 게시물을알려주

는앱이다단통법과관련한실시간이슈와다양한휴대폰구

매노하우를실시간으로받아볼수있다

국내휴대전화제조사들이이르면다

음달 초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출시한

다

국내양대휴대전화제조사가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

음으로 보급형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단통법이후침체된이통시장에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는 지난 1월19일

갤럭시 그랜드2 출시 이후 처음이다

LG전자도 지난 7월 출시한 G3 비트가

마지막이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보급

형스마트폰출시를앞두고이동통신사

에 망 연동성 시험을 의뢰해 진행 중이

다 일반적으로 망 연동성 테스트를 시

작하고 4560일 내 출시가 이뤄진다

는 점에서 이르면 내달 초 공식 출시가

예상된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4060만원 선

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보조금을더하면실구매가는

30만원밑으로내려갈전망이다

삼성전자도 내년 초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을출시할계획으로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주요

이통사와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 출시

문제를논의중이라고전했다

삼성전자는 연내 피처폰 1종도 출시

한다직전에출시한 마스터 2G3G(5

월 출시)의 출시가가 20만원대였다는

점에서새로선보이는피처폰도비슷한

가격대로예상된다

제조사들이 이처럼 오랜만에 중저가

모델을 출시키로 한 것은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실구매가가 높아지면서 단말

판매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사

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인지난 114일중고폰가입

자수는일평균 5000명으로 전달의일

평균 2천900명에 비해 779% 증가했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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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

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소비자 부담만 커진

단통법에대처하는앱들을소개한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삼성LG 중저가스마트폰출시

내달초20만60만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