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Thuraya, 세계 최초의 이중 모드, 이중 SIM 폰으로 새로운 기준 확립 

 

-- 유연성과 선택: Thuraya XT-PRO DUAL, 맞춤 가능한 컨버전스 제공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6년 11월 15일 PRNewswire=연합뉴스) 굴지의 모바일 위성 

서비스(Mobile Satellite Services, MSS) 통신사 Thuraya Telecommunications가 오늘 세계 최초의 

이중 모드, 이중 SIM 폰을 출시하며 위성폰 역량을 더욱 발전시켰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976651-thuraya-xt-pro-launch-dual-mode-sim-phone/  

 

Thuraya XT-PRO DUAL은 위성통신과 지상 통신 간의 간극을 메워, 사용자가 지상 커버리지 

안팎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며, 어느 위치에서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성통신 

전용 SIM 슬롯과 GSM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두 번째 슬롯을 갖춘 Thuraya의 획기적인 최신 

핸드셋 XT-PRO DUAL은 가용성과 선택에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사용자들은 

Thuraya SIM 카드와 GSM 카드 중에서 선택하거나 개인적인 요건에 맞춰 여러 개의 SIM 카드를 

조합할 수 있다.  

 

XT-PRO DUAL은 다재다능성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높였다. 그 예로 'Always On' 기능은 손쉬운 

통화 이동을 지원하며, 위성은 물론 지상 네트워크에서도 항상 통신을 지원한다. 위성 통화 

시에도 GSM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Thuraya 수석 통신책임자 Bilal Hamoui는 “XT-PRO DUAL은 컨버전스 분야의 중대한 발전을 보인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위성폰인 XT-PRO DUAL은 이중 SIM, 이중 모드 역량을 통해 전례 없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자사는 

이번에도 시장 수요를 반영해 위성통신 역량을 극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Thuraya의 우수한 네트워크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 3분의 2 지역에서 선명한 통화와 끊김없은 

커버리지를 지원한다. 또한, 독특한 GSM 로밍 역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선명한 통화와 

끊김없는 커버리지를 지원한다. 이미 389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Thuraya는 시장에 계속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고 있으며, 기존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Hamoui는 “전 세계 MNO(mobile network operator)는 이동 중에도 끊기지 않는 접속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종 최초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Thuraya XT-PRO DUAL은 국내외 정부 임무, 석유와 가스 정제 공장 및 탐사 업체를 포함해 지상 

커버리지 안팎을 자주 넘나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위성폰인 XT-PRO DUAL은 NGO, SME 및 대기업을 비롯해 VIP와 일반 소비자에게도 매력적이다.  

 

Thuraya의 포괄적인 위성 네트워크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호주를 포함해 160개국 

이상에서 믿을 수 있고, 선명하며, 끊김없는 통신을 제공한다. Thuraya XT-PRO DUAL은 GSM 

모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2G/3G 주파수를 지원한다.  

 

Thuraya XT-PRO DUAL의 첨단 내비게이션 역량에서도 GPS, BeiDou, Glonass 및 Galileo를 통해 

유연성을 강조했다. 또한, Thuraya XT-PRO DUAL 사용자들은 현 좌표를 공유하고, 전자 나침반을 

이용해 구체적인 위치를 찾기 위해 중간 지점을 입력하며, 위치 로깅을 이용할 수 있다.  

 

XT-PRO DUAL이 선보이는 또 다른 업계 최초 기능인 첨단 추적 역량은 사전에 설정된 시간 간격, 

이동 거리 및 설정된 지오펜스(geofence) 밖 움직임 감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지오펜스 과정은 지극히 단순하며, 사용자가 선택하는 3~7가지 좌표를 이용한다. 완전하고 

안전한 제어를 위해, 모든 추적 기능을 사용자가 활성화해야 작동하며, 원치 않는 외부 인물이 

작동시키거나 제어할 수 없다.  

 

Thuraya XT-PRO DUAL의 배터리는 최대 11시간의 통화 시간과 100시간의 대기 시간을 지원한다. 

SOS 긴급버튼을 누르면 성능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XT-PRO DUAL은 매우 견고한 

충격 방지, 방수 및 방오 바디와 눈부심 방지가 적용된 고릴라 글래스 디스플레이를 자랑한다.  

 

Hamoui는 “위성 핸드셋 기술이 큰 발전을 이뤘다”며 “덕분에 사상 최고 수준의 유연성, 편의성 

및 가치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1108/437110 ) 

 

출처: Thuraya Telecommunications Comp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