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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게임을즐기는사용자들이많다 화려한그래픽과다양한기능들을

갖춘게임들이즐비하면서소비자들의눈과귀를즐겁게하고있다이런게임들을

즐기다가도가끔어릴적하던오락실게임이그리울때가있는데오늘은스마트폰

으로즐기는추억의오락실게임을알아본다

스노우브로스Isac Ent안드로이드 아이폰

눈덩이를 굴려서 몬스터를 무찌르며 단계를 진행해 나가

는 추억의 오락실 게임이다 50여개의 스테이지와 20여종의

몬스터를모두무찔러공주를구해보자

더킹오브파이터즈MHIGH1 Entertainment안드로이드

33 격투대전을즐길수있는오락실인기게임이다다양

한캐릭터와타격감이장점이며스마트폰에서는블루투스게

임패드와연결해서오락실처럼게임을즐길수있다

PACMANNAMCO안드로이드아이폰

1980년에발매되어세계에서가장잘알려진게임중하나

로 자리매김한 팩맨은 미로 안에서 노란 캐릭터를 몬스터를

피해움직이면서모든쿠키를먹는게임이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LG전자가 지난 22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전략 스마트폰 G4의 예약판매를 시

작했다 LG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의 예약

판매를하는건 2013년 11월 출시한첫커

브드스마트폰 G플렉스이후처음이다

스마트폰업계에서예약판매는원래애

플이 북미 지역에서 아이폰 신제품을 내

놓을때취했던전략이다 충성도높은고

객들에게 일찍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준

다는것인데한편으로는 흥행 바람을 사

전에불러일으켜고객층을넓히려는마케

팅도구로자리잡았다

LG전자가 1년 반 만에 다시 예약판매

를들고나온건그만큼G4에자신감이있

다는 것으로 읽힌다 G4는 전후면 카메

라성능과천연가죽후면커버 커브드화

면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G시리즈 4번째

제품으로 29일전격공개됐다

옵티머스G에서 시작해 G3(누적 판매

량 1000만대)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온 만

큼G시리즈도어느정도마니아층이형성

됐기 때문에 LG전자는 이번 예약판매량

이역대최고치에달할것으로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G4가 나오기를 기다려온

소비자로서는출시와동시에제품을손에

넣을 수 있는 데다 각종 경품이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약구매는

일거양득이될수있다

LG전자는G4 예약구매자에게 1년간 1

회에 한해 파손된 액정을 공짜로 수리해

주기로 했다 사용자 잘못으로 액정이 깨

졌더라도 무조건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는

것이다 통상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는 최대 20만3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시중 가격이 3만4만원인 64GB

외장메모리카드도덤으로준다현금으로

따지면예약구매로최대 30만원중반까지

혜택을볼수있는셈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이 예약가입자에

게주는경품도쏠쏠하다KT는출고가가

40만원에 가까운스마트워치 LG워치어

베인을 추첨을 통해 주고 LG유플러스

역시 추첨을 통해 SNS 이벤트 참여자에

게 LG 휘센에어컨 보스(Bose) 블루투스

스피커 등의 경품을 준다 SK텔레콤은 1

천명에게셀카렌즈셀카봉 방수파우치

가포함된카메라팩을선물로준다

그러나 예약구매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있다

국내에서 30만대를 예약판매한 갤럭시

S6와 갤럭시S6엣지의 경우가 그랬다 이

때도 각종 경품 및 서비스 혜택이 주어졌

는데일부모델의보조금이 1주일만에 33

만원에육박할만큼급등하면서예약구매

자의허탈감을안겨줬다

실제로 KT에서 갤럭시S6를 예약 구매

한사람은 5만원상당의무선충전패드를

선물받았는데출시 1주일뒤보조금이최

대 13만원 이상 더 오르면서 결국 손해를

봤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널뛰기로 충

성 고객이 호갱님(호구+고객)이 된 격

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보조금이 출시 1주

일 만에 급등한 현상은 매우 이례적으로

여기면서도이러한상황이반복된다면국

내 시장에서 예약판매 마케팅은 큰 효과

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

다

업계관계자는 일단LG전자가기본적

으로 제공하는 혜택과 자신이 가입한 이

동통신사가주는경품이나서비스혜택을

이리저리잘따져보고예약가입여부를판

단하는게좋다고조언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예약구매 실익 잘따져보세요

정부가 지난 24일 휴대전화 개통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율을 12%에서 20%로 올린 뒤로

요금할인제를 이용해 신규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1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파악됐다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

르면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2425

일 27일 사흘간 요금할인을 받아

가입한 사람은 일평균 1만3041명

총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12% 요금할인 때 일평균 가입자수

(858명)와 비교하면 152배 증가한

것이다

사흘간 일별 가입 수는 24일 1만

2566명 25일 4364명 27일 3만5235

명으로 조사됐다 12%의 요금할인

을 받던 이용자가 20% 요금할인으

로 전환한 경우는 1만3741명 하루

평균 3435명으로파악됐다

이에따라 27일기준으로 20% 요

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모두

6만5906명으로조사됐다

일요일이었던 26일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산망이 가동하지

않아가입자수합계에포함되지않

았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제가 시

행 초기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

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이라

는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

추세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흘간의실적만놓고보면많은소

비자들이선택한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것은단말기유통구

조개선법(단통법)에따라도입된요

금할인제는 소비자에게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놓고서 선택권을 하나

더 준 것이어서 100% 소비자 후생

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휴대전화요금할인제인기폭발

할인율 1220% 상향

가입수일평균 15배 증가

갤럭시S6LG G4 등 다양한 경품서비스 헤택

이통사보조금널뛰기로혜택대비손해볼수도

삼성전자모델들이최근협업매장안에설치된무선충전기에제품을올려두는단순

한 동작만으로도 편리하게 갤럭시 S6를 무선 충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탐앤탐스

와롯데백화점 서가앤쿡 이철헤어커커등국내브랜드 200여개의협업매장에 갤럭시S6 무선충전기를설치하고소비자들에게

새로운사용경험을전달할계획이다 삼성전자제공

SK텔레콤의이동전화시장점유율이 2

개월째 50%를 밑돌았다 지난 28일 미래

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3월 무선통

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

의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2837만8820

명으로전달대비 2만2256명늘었다

그러나 지난달전체이동통신서비스가

입자수가 15만8654명증가한 5732만8872

명에 달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

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한 49

50%로내려앉았다

신세기통신을인수한 2002년이래 13년

만에 지난달 처음으로 점유율 50% 선을

내준 SK텔레콤은이로써 2개월연속점유

율 과반에 미달했다SK텔레콤의 점유율

축소를틈타KT와LG유플러스는반대로

점유율을 늘렸다 KT는 전달보다 6만

9030명 늘어난 1750만1336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시장점유율이 3053%로 004%포

인트 올랐다 LG유플러스 역시 전달보다

6만7368명 많은 가입자를 끌어 모으며 가

입자 총계 1144만8716명(점유율 1997%)

을 기록 점유율 20%선에바짝다가섰다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전달에 비해 0

07%포인트오른것이다

알뜰폰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달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11만

3091명 늘어난 496만6874명으로 집계됐

다이에따라시장점유율도866%로전달

에비해017%포인트상승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TLG 공격적마케팅에

SK텔레콤점유율하락

카페안에서갤럭시S6 무선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