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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전 세계에서 가장많은메모를담고있는앱은 무엇일까? 바로 초록색코

끼리에버노트이다노트필기에서협업도구에이르기까지그기능을계속

확장해나가고있는에버노트의부가앱을소개한다

스키치(skitch)제작evernote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키치는 사진을 찍어 간단한 표식을 추가한 뒤 재빠

르게저장및공유할수있는앱이다

지도와PDF 웹페이지에도활용가능하며도구를활용

해화살표아이콘 주석등을추가할수있다

Evernote Hello  제작evernote아이폰

에버노트헬로우는휴대폰카메라로명함을찍어스캔

하는앱이다

스캔된명함과더불어만나는시간과장소가타임라인

으로제공되어활용이용이하고에버노트에동기화되어

분실될위험이적다

��� ��	

Evernote Scannable 제작evernote아이폰

스캐너블은종이로된모든것을스캔하고저장및공유

할수있는앱이다

촬영된이미지를조정해또렷하고읽기쉬운디지털파

일을만들어준다 또한스캔스냅이라는별도의장치를통

해협업이가능하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완전히 방

전한 다음 충전하는 것이 좋을까

요 수시로충전하는것이더좋을

까요?

요즘 사용하는 리튬 2차전지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늘 충전한 상

태로사용하는것이좋다고할수

있다 과거 니카드 전지는 거의

사용하지않는다

그럼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

은무엇일까충전상한과방전하

한 전압 안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상한 전압은 충전

기 전자회로가 안전하게 지켜줘

충전기에계속꽂아두면된다 아

무리오래꽂아두어도문제가발

생하지않는다 하한 전압이하로

내려가는것이오히려문제다 즉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하지 않도

록하고완전히방전하게되면곧

바로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를 오

래사용하는비결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이이처럼배터

리에 관한 속설과 궁금증을 시원

스럽게 해결해 주는 책 올바른

배터리 이용을 위한 KERI 배터

리 가이드북을 냈다고 3일 밝혔

다

전기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늘면서 배터리의 효

과적인활용에 대한관심도높아

지고있지만 많은 사람이배터리

에 관해 잘못 알고 있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려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배터리와친해

지기 생활 속 배터리 궁금증 톱

10 배터리 안전하게 이용하기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현명한 방

법등이담겼다

KERI 배터리안내책자는전국

주요 도서관과 언론사 등에 제공

되며 전기연 홈페이지((www

kerirekr) 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전기연은 지난해부터올바

른배터리이용연중캠페인을벌

이고있다 연합뉴스

이마트 LTE 알뜰폰시장 조용한돌풍

알뜰폰 시장에 부는 이마트 바람이 예

사롭지않다

3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마

트의 고객유치 건수는 5729건으로 3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 알뜰폰 업계 전체 5위에

올랐다 하루 180여명의 고객을 끌어들인

셈이다

이 가운데 LTE 전용인 LG유플러스망

쪽유치건수가 5493건으로대다수를 차지

했고 3G폰중심인SK텔레콤망이236건이

었다 SK텔링크(2만5042건)KT IS(7613

건)미디어로그(1만3658건) 등 기존 이동

통신 3사의 자회사들과 대기업 계열인 CJ

헬로비전(2만3335건)만이마트를 앞섰다

대형할인매장라이벌이면서알뜰폰시장

에서 경쟁하는 홈플러스가 LG유플러스망

에서 89건 KT망에서 179건등 268건의미

미한고객유치실적을기록한것과도 비교

된다 2013년 10월 알뜰폰 사업 개시 이래

작년 연말까지 4만5천여명이던 누적 가입

자수도지난달폭발적인성과에힘입어단

숨에 5만명을돌파했다

애초 SK텔레콤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

에 뛰어든 이마트는 그동안 3G 단말기만

취급하다 지난달부터 LG유플러스와 손잡

고LTE단말기를팔기시작했다

LTE쪽에는CJ헬로비전등쟁쟁한경쟁

사들이길목을막고있는데다영업첫달이

라 인지도가 떨어져 큰 빛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터라 시장에서는

이마트의 선전을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

위기다

이통사 계열의 한알뜰폰회사관계자는

비통신사업자로서알뜰폰시장에서한달

만에 5000명이상을유치한것은흔치않은

일이라며 이마트가지난달판촉을 꽤잘

한것같다고말했다

이마트 알뜰폰은 전국 101곳에 산재한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에 대형할인매장 특

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막강한 자

본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계열 사업자에 뒤

지지 않는 마케팅영업력을 보유한 점도

무시하지못할요소다

이마트는 지난달 2년 약정 기준 월 실요

금이 1만9000원(음성 100분 데이터 250

MB)인 LTE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고

객에 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판촉행

사를 벌인바있다

올해 10만명 가입자 유치를목표로 내건

이마트는LTE단말기판매에더해반값유

심(USIM) LTE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을본격화할태세다

일각에서는이마트의LTE폰과 3G폰간

판매량격차를언급하며알뜰폰시장도 이

제LTE가대세가됐다는분석이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까지만해도이통 3

사와의정면대결을피하고자LTE 시장진

출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마트

실적만 봐도 이제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소

비자선호도가확실히LTE로넘어온것같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작년 4분기(1012월)세계태블릿 컴퓨

터출하량이사상처음으로지난해같은기

간보다 감소했거나 정체했음을 보여 주는

시장조사기관들의추계가잇따라나왔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14년 4분기세계

태블릿출하량이 7610만 대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는 추산을 2일(현

지시간) 발표했다

IDC는태블릿의범위에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등 PC 겸용 태블릿인 투 인

원 제품을 포함해 집계했다 2014년 전체

(14분기) 태블릿 출하량은 2억2960만 대

로 재작년 대비 44%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3년 태블릿 시장이 2012년 대비 525%

성장한 것에 비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

한 것이며 작년 11월에 IDC가 내놨던

2014년 태블릿 출하량 전망치(2억3570만

대 전년보다 72% 성장)보다 훨씬 저조하

다

이는 소비자들이 태블릿을 스마트폰만

큼 자주 교체하지 않는데다가 패블릿이

라고 불리는 대화면 스마트폰이나 울트라

모바일이라고 불리는 소형 PC가 태블릿

수요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업계 1위로 시장을 선도해 온 아이패드

의판매량이줄어든점도영향을줬다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 1위 업체는 28

1%를 차지한 애플이었으며 삼성(145%)

레노버(48%) 아수스(40%) 아마존(4

0%)이 25위를차지했다 연합뉴스

세계태블릿출하량사상첫감소

작년 4분기 7610만대 판매

전년동기비 32% 줄어

LG유플러스와손잡고판매시작지난달 5729건 유치

마케팅영업력막강대기업계열 4사 이어업계 5위 껑충

알뜰폰시장에서비통신사업자인이마트가한달만에 5000여명의가입자를유치하며돌풍을일으키고있다 사진은마케팅에열중하

고있는이통통신사대리점모습

삼성전자가다음달 1일(현지시간) 스페

인 바르셀로나에서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

럭시S6를전격공개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개막전날인 3월1일스페인바르셀로

나에서 갤럭시S6 언팩(Unpacked공개)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미언팩행사초대장을글로벌미디어와주

요 사업자 각종 파트너사 개발자 등에게

발송한상태다

초대장에는 검은색 바탕에 은색 글자로

WHATS NEXT(다음은 무엇)라는 문

구를 새겨놓아 갤럭시S6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했다 문구위에는갤럭시S6의외형

을짐작게하는실루엣도선보였다검은색

바탕화면에메탈느낌이드는은색직선이

S자곡선형태로꺾인점으로미뤄갤럭시S

6의 테두리가 메탈로 제작됐고 엣지(모서

리) 화면이 적용된 갤럭시S6의 자매 모델

도 출시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언팩 행사를 유튜브(ht�

tp  wwwyoutubecom Samsung�

Mobile)를통해생중계할예정이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은이번갤럭시S

6 언팩 행사에 이어 MWC에 차려질 삼성

전시관을 직접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부회장은 2010년과 2013년MWC

에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는 방문하지 않았

다

업계관계자는 이부회장이지난 1월열

린가전전시회 CES 참석을거르고 MWC

를 방문한다는 것은이번에 내놓는 갤럭시

S6가 갖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S6 내달 1일 스페인서공개

휴대전화배터리오래사용하려면

완전 방전되기전수시로충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