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제21091호 2019년9월18일수요일전 남

갤럭시폴드 예약판매실시

국내이동통신3사가오는 18일부터 갤럭

시폴드 5G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2차로

진행되는이번예약판매는온라인과전국

오프라인매장을통해동시에진행된다.

갤럭시폴드 5G 는삼성전자가내놓은세

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239만8천

원이라는비싼가격에도불구하고,지난5

일온라인사전예약시작 15분여만에조

기마감되는성과를거둔바있다.

2차예약은 18일오전 9시부터시작된다.

SK텔레콤과KT는공식온라인몰과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고,

단말기가입고되는오는 26일부터순차적

으로 배송 및 개통할 방침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통한예약신청은통합관리되

고, 제한된 물량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는

방식이다.

1차예약당시온라인을통해신청을받지

않았던LG유플러스는2차예약과함께자

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한 예약을 진행한

다.배송및개통일도26일로동일하다.다

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예약은 일선 판

매점재량에맡기는방식으로진행할방침

이다. LG유플러스온라인몰에서예약이

마감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하

는 예약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배송및개통

1차예약당시온라다.다만오프라인매장

을 통한 예약은 일선 판매점 재량에 맡기

는방식으로진행할방침이다. LG유플러

스온라인몰에서예약이마감되더라도오

프라인매장에서진행하는예약을통해단

말기를구매할수있는셈이다.

LG유플러스관계자는 온라인예약을통

해 판매할 물량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할 물량을 나눠 접수를 받을 예정이

라며 온라인 예약이 조기에 종료되더라

도, 단말기를 할당받은 오프라인 매장은

자체적으로 예약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럭시폴드 2차예약판매실시

국내이동통신3사가오는 18일부터 갤럭

시폴드 5G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2차로

진행되는이번예약판매는온라인과전국

오프라인매장을통해동시에진행된다.

갤럭시폴드 5G 는삼성전자가내놓은세

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239만8천

원이라는비싼가격에도불구하고,지난5

일온라인사전예약시작 15분여만에조

기마감되는성과를거둔바있다.

2차예약은 18일오전 9시부터시작된다.

SK텔레콤과KT는공식온라인몰과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고,

단말기가입고되는오는 26일부터순차적

으로 배송 및 개통할 방침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통한예약신청은통합관리되

고, 제한된 물량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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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식 온라인몰을 통한 예약을 진행한

다.배송및개통일도26일로동일하다.다

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예약은 일선 판

매점재량에맡기는방식으로진행할방침

이다. LG유플러스온라인몰에서예약이

마감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하

는 예약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관계자는 온라인예약을통

해 판매할 물량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할 물량을 나눠 접수를 받을 예정이

라며 온라인 예약이 조기에 종료되더라

도, 단말기를 할당받은 오프라인 매장은

자체적으로 예약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