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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지난20일국내업계최초로상용

화한 기가인터넷 서비스가놀라운속도

로대한민국통신역사를바꾸고있다

29일 KT 전남고객본부(본부장 박형

출)에따르면서비스출시이후가입문의

만열흘만에1000여건에달한것으로나

타났다 아직시설설치가안되는일부지

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에

대한고객의관심이그만큼높은것으로

볼수있다

올레 기가 인터넷은 지난 2006년 상

용화된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보다

최대 10배 빠른 1Gbps의 속도를 제공

한다 이는 4기가바이트(GB)의 풀

(Full)HD 영화 또는 음악 1000곡을 33

초 만에다운로드할수있는속도다 기

가인터넷은초고화질(UHD) 대용량콘

텐츠를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고 게임

과티켓예매 수강신청등온라인사이

트를주로이용하는고객들이빠른응답

속도로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고객들은최대 3배빨

라진 올레 기가 와이파이(olleh GiGA

WiFi)로대용량파일을보다손쉽게이

용할수있다

KT 전남고객본부관계자는 기가인

터넷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정확하게 전송분석할 수 있는 환경

이구현되면서국민의삶이더욱편리하

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의

료등생활에밀접한서비스들이실감형

콘텐츠기반의개인맞춤형서비스로진

화해 일상 생활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

라고말했다

KT전남고객본부는기가인터넷을누

구나자유롭게체험할수있도록광주시

동구 서석동 정보통신센터와 전남지역

시군 아파트 단지 12개소에서 KT 기

가인터넷체험Zone을운영하고있다

기가인터넷요금은결합할인과추가

혜택으로합리적인가격에사용할수있

다 올레모바일과결합한고객은대수

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무료로 이용할

수있으며 15년이상 올레인터넷을이

용한고객은추가요금및약정없이 올

레기가인터넷으로전환할수있다

또 12월31일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레기가인터넷 올레 tv

올레 모바일과 결합한 고객에게 기가

급속도를지원하는무선공유기를무료

로 제공한다 올레 기가 인터넷과 올

레 tv를 신규로 결합 가입한 고객에게

는 프라임 무비팩을 1개월을 무료 제

공한다 설치 문의(100번 또는 www

ollehcom)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가인터넷 기가막히게빠르네

KT기존 10배 속도 1Gbps급 출시가입문의잇따라

올말까지결합고객무선공유기지급등다양한혜택

힌트약이되는음식건강백과제작바이탈힌트코리아 안

드로이드아이폰

지금상황에딱맞는음식을고르기어려울때힌트를이용

해보자 전문서적 500권분량의영양데이터를바탕으로상황

에맞는요리를추천해주고요리배달도해주는서비스이다

스키장날씨&펜션제작레스티안드로이드폰

스키시즌에맞춰전국스키장및렌탈샵가격정보와슬로프

오픈정보등각종편의정보를제공하는이앱을이용하면 스

마트한겨울레포츠를즐길수있다

에너지플래너 제작Encored Technologies 안드로이

드 아이폰

추위가 기승을부리면 전기사용량도늘기마련이다 에너지

플래너로 전기 사용량을 관리해보자 측정 단말기 1회 구매로

스마트폰을통해대기전력관리가전기기관리누진요금관리

등맞춤형관리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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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생기는 등 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겨울철

건강에대한관심이늘고있다추위에대비하는애플리케이션을소개한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일상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콘텐

츠를 내려 받는 시간이 줄어드니 PC를

이용한모든일이빨라졌어요

광주시동구에서커피숍을운영하는

김수정(46여)씨는 KT의 기가 인터

넷 출시에 앞서 체험행사를 통해 일반

고객보다 1개월먼저기가인터넷을접

했다

늦은 밤 퇴근 뒤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시청하거나 90년대 음악

을다운받는게취미인김씨는다운로드

속도에민감한편

퇴근하면그날방영한드라마를꼭보

고자야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버퍼링이 발생하면 놓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기가 인터넷을 설치한 뒤불만이

싹사라졌습니다 모니터에보여지는모

든일처리가훨씬쾌적해졌거든요

김씨는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부터종종겪어왔던튕김현상이나

긴 대기시간을 겪지 않게 됐다 고용량

의 동영상 다운은 물론 스트리밍

(Streaming) 시청시 끊김 현상도 사라

졌다 아이들의교육용동영상도다운받

지 않고도 스트리밍 시청이 가능해졌

다 90년대 음악을 좋아하는 김씨는 지

니(geniecokr) 사이트의 음악방에서

동호회원들과 MP3 교환도 자주 했는

데 이 또한 빠른 속도로 시간을 단축할

수있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 PC 속도도

이전보다눈에띄게빨라졌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순식간에 열리고 어쩌다

버퍼링이 생기면 창 여러개가 한꺼번에

뜨거나 닫혔는데 클릭하는 대로 창이

열리더라고요 PC를 이용한 일에 브레

이크가 걸리지 속도로 인한 스트레스나

답답함이없어요

내친김에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기가

인터넷을 이용한 와이파이를 설치하자

고객반응도훨씬좋아졌다고김씨는설

명했다

예전 와이파이는 많은 사람이 접속

하면 속도도 느려지고 끊김 현상이 잦

았거든요 그런데 기가 인터넷 설치 이

후와이파이 속도가 3배는빨라진것같

아요 단골고객들이 어떻게 속도가 빨

라졌냐고묻는일마저생기니만족감이

더합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인터넷튕김현상버벅이던 PC 이젠 안녕

KT 기가인터넷전도사가된김수정씨(오른쪽)가지난28일 KT전남고객본부 1층에설치된기가인터넷체험존에서KT직원

에게이용방법을듣고있다 KT 제공

김수정씨의 기가 체험기

다운로드빨라져대만족

출시를 하루 앞둔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가 이동통신사 예약가입 시장에

서 예상 외의 높은 인기를 누림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이폰이 국내

시장점유율 57%를기록하는데그쳤

지만처음으로대화면을장착하고나온

올해는 시장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

되기때문이다

실제로지난 24일 KT는아이폰예약

가입을 받은 지 1분 만에 1만대가 예약

되고 30분만에 1차예약가입분 5만대

가동났다고발표했다 SK텔레콤과올

해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는 LG유

플러스(U+)의 예약가입 결과를 봐도

아이폰은 예년 이상의 붐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예약가입자가모두실제가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폰의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통사별 혜택을 저울질하느라 3사에

모두 예약가입한 소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른바예약가입 허수

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를고려하더라도아이폰예

약가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것이이통사관계자들의설명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의 예약

가입이 예상 외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월초부터 단말기유통구

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시장

이 사실상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아주 이레적이라고 분석했

다

여기에 LGU+가아이폰의출고가가

지난해의 81만4000원이아니라 70만원

대로낮아졌다고발표함에따라아이폰

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움직이는 열

쇠가될수있을것이라는게업계의예

측이다

홍콩 기반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

트 리서치의 강경수 연구원은 화면이

커진 아이폰은 국내 시장에서 최대

2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관측했다

이에따라이동통신업계에서는아이

폰의 국내 시장점유율 성장이 국내 제

조사에 영향을 미쳐 출고가 인하로 이

어질수도있을것으로점치고있다 지

금은 국내 제조사들이 더는 인하여력

이없다고버티고있지만당장국내시

장을아이폰이잠식하기시작하면방어

에나서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

국내시장이중국이나미국시장처럼

크지는 않지만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망이 가장 발달한 상징적인

시장일뿐더러 안방을 내줘서는안된

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른 이통사 관계

자는 최근에는정부가내리지못한스

마트폰출고가를아이폰이내리게되는

게아니냐는관측도나오고있다고전

했다 연합뉴스

아이폰6 출시임박국내업계 긴장

대화면에LGU+ 출고가낮춰

점유율 520%로상승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