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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과 KT LG유플러스등국내통신사앱마켓을운영

하는 3사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등에대항하기위

해앱스토어인프라를통합하는프로젝트를시작했다

10일 IT업계에따르면이통 3사는스토어동반성장을위한 원

스토어 프로젝트를 마련 T스토어(SKT)올레마켓(KT)U+스

토어(LG유플러스)의인프라를통합한다

이통 3사는 11일 공지되는개발자센터약관변경에대한 원스

토어프로젝트 관련 설명메일을 9일 오후개발자들을대상으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3사는 4월 초 각사의 개발자센터를 통합개발자센

터로전환해통신 3사스토어의앱과게임을통합관리할수있게

할예정이다 인앱결제상품조회DRM 등기반기술도단일규격

으로통합해공개한다

3사는 이미 지난해 말에 결제시스템을 통합했고 앞으로 더 많

은 컴포넌트를 단계별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게임 및

앱개발자는 3사 앱마켓별로다른규격의콘텐츠를개발해상품

을등록해야했다

그러나 4월통합개발자센터가출범하면개발자들은한곳의개

발자센터규격에맞춰콘텐츠를등록해도 3사의 앱스

토어에서동시에배포및판매할수있다

각 마켓의다운로드및거래통계를통합해더정확

한데이터도제공받을수있다

고객응대 프로세스의 일원화 3사 통합 콘텐츠 랭

킹상품후기평점 정보 제공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

대된다

3사 앱마켓 관계자는 3사 간의 협업으로 수만 명의 개발자들

은 4000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사용자측면에서도다양한고품질의콘텐츠를편리하게하나의

통합된앱스토어에서다운받을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그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애플앱스토어가장악한국내앱스

토어 시장에서 통신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

트라고설명했다 연합뉴스

앱마켓통합이통 3사 구글애플 한판 붙자

T스토어올레마켓U 스토어인프라통합

고품질콘텐츠한곳에서다운시너지기대

+

전세계시가총액제1위기업애플의차기제품인착용

형단말기 애플와치가다음달부터미국과중국등에서

시판된다 한국은 1차출시국에서빠졌다

시판을앞두고미국 중국 영국등에서이뤄질제품의

매장전시와예약주문접수는4월10일시작되며공식시

판일은 4월24일이다

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 등애플임원들은9일(현

지시각) 샌프란시스코의 여바 부에나 센터에서 열린 행

사에서이런내용을공개했다

이제품은지난해 9월행사에서발표됐던대로알루미

늄으로만들어진 애플와치스포츠컬렉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애플 와치 컬렉션 18캐럿 금으로 만

들어진 애플와치이디션컬렉션 등 3개카테고리로나

온다 애플 와치 스포츠 콜렉션은 38 모델이 349 달

러 42모델이 399 달러다 애플 와치 콜렉션은 시계

띠의종류에따라 38모델은 5491049 달러 42모

델은 5991099 달러다

가장비싼 애플 와치이디션컬렉션은최저가격이 1

만 달러다 이 제품은전자제품이나시계시장이아니라

고급장신구보석류시장에서경쟁할것으로예상된다

애플 와치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시제품과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약간 둥근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며 오른

쪽옆면중상단에는디지털용두가 하단에는버튼이달

려있다

크기는 38와 42두종류다 애플와치는아이폰과

연동해서 쓰이며 이날 일반에 배포되기 시작한 애플의

모바일운영체제 iOS 82가와치용앱을지원한다

버튼을 누른 후 애플 와치를 비접촉식 결제 단말기에

갖다대면애플페이가작동한다충전은자석이붙은충

전기를 시계 뒷면에 갖다 대면 이것이 단자에 달라붙으

면서이뤄지게돼있다

쿡 CEO는 이 제품의 배터리가 전형적인 사용 방식

을가정하면 18시간간다고주장했다 연합뉴스

애플 와치 나온다

다음달美中 1차 출시한국은제외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애플페이제작Apple Inc iOS

애플페이는신용카드등을대신해

서 결제가 가능한 애플의 새로운 시

스템이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사용자들은 카드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각 카드에 대한 계정정보를 생

성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애플 워치

사용자들은 단말기 버튼을 누르고 손목을 흔들면 상품

을구매할수있다

액티비티워크아웃제작Apple InciOS

애플 워치의 킬러앱은 건강관리

앱이 될 전망이다 기본으로 제공하

는 앱은 액티비티와 워크아웃으로

다른 iOS 기기에는 없는 건강관리

앱이다 액티비티는 내장된 센서로

상태를 측정해 매일 운동량을 분석

해주고 워크아웃은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 등 구체적인

운동시간과거리를분석해주는앱이다

BMW i제작Apple Inc iOS

애플워치를통해자동차컨트롤도

가능할전망이다 개발진행중인테

슬라 현대자동차의 컨트롤 앱은 물

론 BMW I앱도 자동차기술과의 연

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적용된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애플워

치를통해서자동차의여러기능을통제할수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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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바부

에나 센터에서 애플워치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개최

했다 전세계수많은취재진이몰려애플워치에대한기

대감을드러냈다 오늘은애플워치와관련개발이진행

중이거나예상되는앱들을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