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uraya, 새 SatSleeve+ and SatSleeve Hotspot 으로 선택의 
폭 두 배 확장 

 
-- 당신의 세계, 당신의 폰, 당신의 통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5 년 9월 11 일 PRNewswire=연합뉴스) 굴지의 모바일 위성 
서비스(Mobile Satellite Service, MSS) 통신사 Thuraya Telecommunications 가 
오늘 신세대 SatSleeve 를 공개하며, 더 폭넓은 선택, 개선된 품질 및 새로운 핫스팟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620051-thuraya-choice-satsleeve-
hotspot/  
 
2013 년에 출시된 SatSleeve 는 위성 업계에서 ‘bring your own device(BYOD)’ 
컨셉을 개척했다. 이제 Thuraya 는 두 가지 새 모델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며, 핵심 정부, 
매체, 에너지 및 NGO 부문 외에 이 모델이 공략할 분명한 소비자 집단을 파악했다. 
SatSleeve+ and SatSleeve Hotspot 은 여행객, 모험가 및 야외 스포츠맨들 또는 지상 
네트워크가 없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스마트폰 접속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Thuraya 는 기존 유통 파트너, 주요 시장에서 MNO 와 구축한 혁신 계약 및 온라인 
소매업체 Expansys 를 통해 구축된 새로운 채널 등을 통해 SatSleeve+ and SatSleeve 
Hotspot 을 판매할 예정이다.  
 
Thuraya CEO Samer Halawi 는 “자사는 끊임없이 혁신을 도모하고, 제품 라인을 
개선하며, 제품의 매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SatSleeve+ and SatSleeve Hotspot 은 
선택의 폭을 두 배로 넓히며, 3 중 혁신을 선보인다. 이들 모델 자체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 또한 혁신적”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MNO 들과 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중요한 고객 시장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사의 목적은 고객들의 삶을 구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사의 제품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접속을 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SatSleeve+는 음성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보이스 라우팅 시스템을 선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스마트폰 어댑터가 
함께 제공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더 큰 매력을 발산한다. 이 
어댑터는 사용자가 핸드셋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한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용자가 추가 키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SatSleeve Hotspot 스탠드는 휴대용 위성 와이파이 핫스팟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유닛에 
물리적으로 도킹할 필요 없이 위성 접속을 비롯해,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SatSleeve Hotspot 사용자는 이 스탠드를 외부에 두거나, 실내 또는 차량에 
두거나, 내부에서 위성 모드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SatSleeve Hotspot 은 
업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우며, 역량이 뛰어난 제품이다.  
 
두 모델 모두 음성 통화, 메시징 앱 사용, 소셜 네트워크 업데이트, 이메일과 SMS 전송 
및 수신 및 접근성 앱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적인 안전 기능(스마트폰이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프로그래머블 SOS 버튼)도 제공한다. 이 편리한 기능을 이용해 미리 
정해진 번호로 전화할 수 있다.  
 



Thuraya SatSleeve+ and SatSleeve Hotspot 은 보통 스마트폰 권역을 벗어나는 
오지나 지상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도시 지역에서 이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단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간단한 접속만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및 호주에 걸친 Thuraya 의 방대한 커버리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SatSleeve+ and SatSleeve Hotspot 은 Thuraya SIM 카드나 전 세계 360 개가 
넘는 Thuraya 로밍 파트너가 제공하는 GSM SIM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Thuraya 는 새로운 SatSleeve 모델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추가하고,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Halawi 대표는 “전 세계 MNO 들은 일관된 
100% 지리적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동종 최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는 
MNO 를 경쟁사들과 차별화시키는 요소이자, 사용자 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을 높이는 요소다. 이제 소매업자들은 사상 최초로 자사의 스마트폰 제품 및 
서비스를 보완하는 흥미진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Thuraya Telecommunications Company 소개 
Thuraya Telecommunications Company 는 에너지, 방송 매체, 해상, 군대 및 
인도주의적 NGO 를 포함해 다양한 부문에 혁신적인 통신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계 주도적인 
MSS 운영업체이자 국제적인 통신사다. 우수한 네트워크를 확보한 Thuraya 는 위성을 통해 
세계 3 분의 2 지역에서, 자사의 독특한 GSM 로밍 역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명료한 
통신과 방해 받지 않는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신뢰도가 높은 
모바일 위성 핸드셋과 광대역 장치로 구성된 다양한 제품 라인을 통해 사용 용이성, 가치, 
품질 및 효율성을 선사한다. Thuraya 는 모두를 위한 접속성을 약속하며, 최적의 접속성을 
확보할 핵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서비스에 전념한다. 
http://www.thuraya.com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911/26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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