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Thuraya의 X5-Touch, 한 달 이내 출시 

 

-- 큰 기대를 받는 위성 스마트폰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8년 11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Al Yah Satellite Communications 

Company (Yahsat)의 자회사 Thuraya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세계 최초의 위성 스마트폰 

Thuraya X5-Touch를 한 달 이내에 상업 출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45251-thuraya-x5-touch-smartphone-launches/ 

 

업계 최초의 위성 스마트폰 Thuraya X5-Touch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며, 5.2인치 

풀HD 터치스크린을 선보인다. Thuraya X5-Touch는 정부 임무, 에너지 프로젝트,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NGO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시장 부문에서 지상 커버리지를 자주 넘나드는 

사용자를 겨냥한 제품이다. Thuraya X5-Touch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범주를 넘어 오지에서도 

이동 중에 빠르고 간단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Thuraya X5-Touch은 완전한 이중 모드와 이중 SIM 역량을 제공한다. 이중 활성 모드를 기반으로 

위성과 GSM (2G, 3G 또는 4G) 모드까지 동시에 '항상 작동'시킬 수 있다. 

 

Thuraya CCO Shawkat Ahmed는 "위성 산업에서 수많은 최초 제품을 개발한 선구적인 업체인 

자사는 마침내 신제품 Thuraya X5-Touch 안드로이드 위성 폰을 상업 출시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X5-Touch는 위치에 상관없이 파트너와 최종 사용자에게 최고의 제품,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사의 집념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Thuraya X5-Touch는 거친 오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와 군대 소속의 가장 까다로운 

사용자의 요건을 고려해 고릴라(R) 글래스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Thuraya X5-Touch는 100% 

방진과 방수 기준인 IP67과 MIL 기준을 준수하는 MSS 업계에서 가장 튼튼한 단말기다.  

 

Thuraya X5-Touch는 다양한 첨단 특징과 기능을 선보인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장 SOS 

버튼과 첨단 내비게이션과 추적 기능 같은 안전 기능이다. 기타 사양으로는 통화와 대기 시간을 

연장하는 대용량 배터리, 전면과 후면 카메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NFC 기능 등이 있다. 



 

또한, Thuraya X5-Touch는 정부 부문 내 고객에게 독특한 쌍방향 경험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므로, Thuraya X5-Touch에서 작업할 수 있는 앱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와 

있다. 개발자에게는 사용자 수요에 맞는 앱을 개발하고 맞춤 제작하기 위한 간편한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Bring Your Own Application(BYOA)' 개념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위성 

핸드셋의 사용 방법에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81874/Thuraya_X5_Touch.jpg )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81875/Thuraya_smartphone.jpg ) 

(로고: 

https://mma.prnewswire.com/media/600865/Thuraya_Telecommunications_Company_Logo.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45251-thuraya-x5-touch-smartphone-launches/ 

 

출처: Thuraya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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