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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제작다음카카오아이폰안드로이드

다음카카오는 지난 1월 기사용 앱을 출시한 데 이어 승객용

앱을출시한다 승객이호출하면최적경로를찾아가장빨리도

착할수있는택시에배정이이루어지게되며안심번호승하차

내용전달기능등을활용하여안심귀가에초점을맞췄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불법 보조금 근절을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이해관계자의 입

김에따라입법과정이순탄치않았던이법

은 시행 후에도 찬반양론이 극단으로 갈리

며연일이동통신시장을뜨겁게달궜다 일

단정부와시장일각에서는애초우려와달

리 단통법이 무난하게 시장에 연착륙했다

는긍정적인평가를내놓는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이통서비스 평균

가입요금은 3만6702원으로단통법시행전

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 대비 187%

하락했다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

중이 661%에서 90%로커진반면에 6만원

이상고가요금제비중은 339%에서 101%

로하락했다는통계역시이를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으로 요금대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

들이 실용적인 이통서비스 소비 행태를 보

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단말기 보조금

을더많이받고자무작정고가요금제를선

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용 패턴

에 맞는 요금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조장했던 부가

서비스가입비중이 376%(2만1972건)에서

164%(8831건)로 내려간 것도 정부가 주목

하는통계다 정부는이를근거로단통법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가계통신비를 어느

정도 끌어내렸거나 최소한 상승 추세에 제

동을걸었다는고자체평가하는분위기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들의 시각은 냉엄하다 단통법이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단통법 시행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가소모적인보조금경쟁대신품질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 섞

인 전망을 내놨다 법 시행 초기에는 이런

전망이들어맞는듯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11월 가입비와

위약금을 폐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춘 신

규요금제를내놓는등시장변화에적극적

으로대응하는모습을보였다하지만그이

후부터 최근까지는 소비자가 감응할 만한

획기적인 서비스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다 일각에서는법시행초기이통 3사가선

보인 소비자 혜택이 정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깜짝쇼가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

단말기구입부담도크게줄지않았다정

부가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

했던단말기출고가인하는먼얘기가됐고

보조금도 시간이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며

소비자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그러는사

이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재개됐

다지난해 11월초아이폰6 대란이터진데

이어 올 1월에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

레콤 주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보조금

이뿌려졌다

최근의 시장 과열 경향을 보면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기보다

유통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높

여간접적으로불법을조장방조하는모습

을띤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

직된규제행태도비판의도마위에오른다

단통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우회 보조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잡아 소비자 혜택

을외면했다는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소비자

혜택보다는법의권위와안정성을지키겠다

는 잣대로 사안을 바라본 측면이 있다며

단통법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규제

기관부터좀더유연해져야한다고지적했

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통신비 절감 vs 부담 가중단통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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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입비 없어지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30% 늘어

소비자 단말기 출고가 요지부동보조금은 하향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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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는 카카오택시가 첫 선을 보인다 우버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국내시장에 다음카카오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된다오늘은모바일택시서비스앱을소개한다

T맵택시제작 SK플래닛안드로이드아이폰

인기네비게이션앱인T맵을활용한T맵택시는기본콜택시

기능과함께실시간경로를제공한다또한내달출시예정인승

객용앱에는택시호출외에요금계산 승하차내역휴대폰분실

방지기능이제공된다

리모택시제작리모택시안드로이드아이폰

국내시장에일찌감치자리잡은리모택시는승객이원하는택

시를 고를수 있다는 점이특징이며 탑승시마다 포인트가적립

된다또한최근 20년이상경력의무사고운전기사를배치하는

프리미엄택시서비스 리모로얄도선보였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S6

엣지를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선점 경쟁

이점화됐다

SK텔레콤은 1일부터온라인공식판매사이트

(wwwtworlddirectcom)와 전국공식대리점

에서 예약가입에 들어갔다 온라인 신청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신청 고객은 89일 이틀간 단

말기를배송받게되며10일부터자동개통된다

KT도 19일 온라인 판매채널(shopolleh

com)과 전국올레매장에서예약가입을진행하

다 KT는예약가입후 13일까지 개통하는고객

에게 5만원 상당의 삼성 정품 무선충전패드와

단말기 분실파손 보상 프로그램인 올레폰 안

심플랜스페셜을 3개월간무상제공한다

LG유플러스 KT와 같은 기간 예약가입을 진

행하며예약고객전원에게삼성정품무선충전

패드를제공한다또체험매장을방문한고객중

추첨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갤럭시S6S6 엣지

등을증정한다 한편갤럭시 S6S6 엣지는각각

80만원대와 90만원대로가격이책정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갤럭시S6S6 엣지

80만원90만원대 예약

스마트폰의 본체보다 카메라 렌즈가

두꺼워카메라부분만툭튀어나온이른

바 카툭튀를없앨기술이등장했다

지난 31일전자업계에따르면미국하

버드 공학응용과학대학(SEAS) 연구팀

은렌즈두께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

해 공지했다 새 기술은 평평한 유리 표

면에현미경으로나관측할수있는실리

콘 안테나를 씌운 메타표면(metasur�

face) 렌즈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렌

즈를 이용하면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정확히입사광을굴절시킬수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두께를 가진 렌즈

여러개를겹쳐서사용했기때문에카메

라의두께가스마트폰보다두꺼웠다예

컨대 아이폰6의 경우에도 사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5개의 렌즈를 겹쳐 놓아

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카툭튀가 생겨

났다

연구책임자(PI)인 페데리코 카파소

교수는 전통적인광학체계에서는여러

개의 두꺼운 렌즈를 이용해야만 색보정

과 같이 복잡한 효과를 줄 수 있었지만

(신기술을 이용하면) 매우 얇고 작은 기

기만으로도가능하다고말했다

새 기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두께의

스마트폰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다만

이기술을이용한소비자제품상용화는

최소 5년이상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연합뉴스

스마트 폰 카메라 렌즈 쏙 들어간다

美 하버드대 연구팀 개발상용화는 5년 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