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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8일 한국통

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통신요금정보포

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

orkr)를 개편하고 단말기 지원금 비교

와 이동전화 외에 시내전화초고속인

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IPTV)

등의 요금 정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

다

먼저 이용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서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

을 스마트초이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요금제는 3사의 지원금을

동시에 비교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통신사의 지원금 현황도 각각 한 화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

우를 고려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

금 할인을 받을 경우의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전화 요금 추천 서

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요금제 선택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용자가

입력한 사용량에 따라 2개 요금제만 추

천하던 방식에서 상하위 요금제도 함

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 이어 유선

상품 비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의 요금도 요금 수준에

따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동전화

와 달리 사업자간 상품 특성이 다른 점

을 감안해 사업자별 상품 안내도 제공

한다

미래부는 다음카카오와 제휴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스마트초이스의 간

편한 요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소비자가 만족하는 중저가폰의 적정가

격은 2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중

저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고객 형태 변

화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입가

기준으로 19만7000원을 중저가폰의 적정

가격으로 판단했다 현재 허용된 보조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출고가 기준으로

3050만원 대 단말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중저가폰의 적정가에 대한 인식

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중저가폰 사용자의 경우 중저가폰의 적정

가격으로 10만20만원을 꼽은 사람이 33

1%로 가장 많았으나 프리미엄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중저가폰 적정 가격으로 20만

30만원을 든 사람이 32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

상 중저가폰 사용자의 817%가 만족한다

고 답했으며 이는 프리미엄폰 이용자의 만

족도인 829%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

다

다만 중저가폰 사용자의 경우 만족 이유

로 가격(182%)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

아 중저가폰에선 역시 가격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저가폰의 만족도는 최고

수준이 아닌 가격 대비 쓸만한 수준의 기

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중저가폰에 대한 향후 구매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구매

를 고려한다는 반응이 과반이 넘는 51

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저가폰 이용자의 재

구매 의사는 554% 프리미엄폰 이용자는

501%가 중저가폰 구매에 긍정적인 의사

를 밝혔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

는 저렴한 기기 구입 가격과 사용하기

충분한 성능이 지목돼역시 가격이또한

번중요한 요인으로손꼽혔다

한편 중저가폰 사용 시 연상되는 이미지

로는 보수적인(192%) 합리적인(17

4%) 빈곤한(96%) 고집스러운(94%)

등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대로

트렌디한(02%) 사교적인(02%) 혁

신적인(04%) 활동적인(06%)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는거리가멀게 나타났

다

보고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

정적인 이미지가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타인 시선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 성

향을 고려했을 때 마케팅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또중저가폰 구매 의사나 이용

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도 중저가폰이 스마트폰 시장 내 주류의

한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조

금과 프리미엄폰이 주도하던 국내 시장에

서 중저가폰의 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제조사 통신사 유통채널종사자가 모

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영미권 최대 할인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

라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하는 직구족

이 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대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Slickdeals제작Slickdeals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미국의 저렴한쇼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커뮤니티공간이

다첫화면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가능하지만 포럼핫딜메뉴

를 이용하면더욱빠른 소식을접할 수 있다

Ebates Cash Back & Coupons제작Ebates안드로이드

해외 구매 시 적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구매금액에서 최대

26%까지 적립해서 현금처럼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Ebates의애

플리케이션이다 적립 외에도 할인쿠폰과 반짝 할인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낙타세마리제작Cosmic Shovelhttpcamelcamel�

camelcom

미국의 가격비교 사이트이다 아마존 링크를 복사해서 넣으면

가격 변동추이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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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

자의 장악력이 눈에 띄게 줄고 저가형

제품이약진하고 있다

16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

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태

블릿판매량이 5520만대로 지난해 동기

보다 60%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화면이 커지면서 프리미엄 제품이 늘

어나는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태블릿은

저가형 제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브랜드가 없는

저가 제품을 뜻하는 화이트 박스

(White Box)가 1650만대 판매돼 가장

높은 29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판매량은 19% 점

유율은 32%포인트 각각 신장한 것이다

이어애플이 223% 점유율(1230만대)

로 2위 삼성전자가 176%(970만대)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판매량이

각각 13%와 8%줄었으며 시장점유율도

48%포인트와 26%포인트밀렸다

이어 대만의 아수스와 중국의레노버

대만의 에이서가 각각 56% 54% 2

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pc시장 1위에올랐고올초 스

마트폰 제조사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

수한 레노버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30%나 급증하면서 태블릿 시장에

서도 새로운강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였

다

운영체제(OS) 별로는 구글의 안드로

이드진영과애플의 iOS 진영이 전체 시

장의 72%와 223%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점유율이 안드로이드는 46%

포인트 증가한 반면 iOS는 48% 뒷걸

음질쳤다 노트북의 장점을 살린 서피

스 시리즈를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윈도는 점유율이 57%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02%포인트늘었다

피터 킹 SA 태블릿 서비스 이사는

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향후 태블

릿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의 태블릿 시장은 미디어 소비 용

도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제품에

더욱의존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3분기

판매된 태블릿의 평균 가격이 294달러

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떨어졌다고

추산했다 연합뉴스

중저가스마트기기 약진합리성 찾는소비자들

중저가폰사용자 80% 만족

가격 대비고성능날로인기

태블릿시장저가제품돌풍

세계시장점유율 30%1위

삼성애플제치고약진

KT경제연구소시장분석

빈곤 등 부정적이미지도

스마트 초이스서 단말기지원금을한눈에

정부통신요금정보포털

인터넷전화IPTV 등 제공
우리나라 성인직장인들의 스마트폰 보

유 비율이 주요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5개국 성인 직장인 8556명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직

장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4%이나 됐다

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 직장인 304명을 비롯해

미국 503명 캐나다 1001명 인도 500명

이탈리아 406명 독일 403명 영국 408명

호주 400명 일본 302명등을 대상으로 실

시됐다

우리나라에 이어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높은 나라는멕시코(92%)였고홍콩 91%

싱가포르 91% 태국 91% 아랍에미리트

89% 등이 다음이었다 반면 스마트폰 보

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51%)이었

다

연합뉴스

韓직장인 94%

스마트폰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