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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은 1923년에제정된어린이날이 93회생일을맞는날이었다 아이들

이제대로놀기힘든요즘아이들의놀권리를보장해주면서창의력이쑥쑥자라나

는앱을소개한다

Fiete  Ahoiii Entertainment UG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기자기한일러스트로꾸며진논리게임이다

인기 캐릭터와 함께 99개의 레벨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

지않는캐릭터를찾아내는게임이다

monster mingle  Cowly Owl Ltd  아이폰

다양한소재들을활용해서자신만의몬스터를만드는게임

이다 귀여운 몬스터를 만들어 재미있는 미션을 진행하면서

수영하기위해서 하늘을날기위해서 뛰어다니기위해서필

요한것이무엇인지를배울수있다

Bubl 드로우  BUBL GmbH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양한 패턴과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앱이

다 색과형태에따라작곡되는음악이바뀌며배경음악으로

제공된다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며 2012년 8월

출범한 알뜰폰이가입자 500만명을돌파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난달 21일 기준 504만명으로 집계

됐다고최근밝혔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말한다

사업자로는 SK텔레콤 망을 빌려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SK텔링크유니컴즈 등

10개사와 KT 망을 이용하는 CJ헬로비

전에넥스텔레콤등 14개사 LG유플러스

망을 빌리는 스페이스네트머천드 코리

아등 7개사를합해총 27개사가있다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당시 155만명

이던가입자수는업계의적극적인노력과

정부의활성화정책에힘입어월평균13만

8000여명씩 증가 2년여 만에 32배 많은

504만명을기록했다

같은기간전체이동전화시장에서알뜰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에서 879%

까지늘었다

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수는SK텔레

콤망이 233만5000명 KT망이 228만3000

명 LG유플러스망이 42만2000명으로 4

64509의점유율을보였다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으로 본 월

통신비는 알뜰폰 이용자가 평균 1만5721

원으로 이동통신 3사 이용자(평균 3만

6404원)에 비해월 2만683원(57%)을아낀

것으로추산됐다

미래부는알뜰폰이앞으로 1015% 수

준의점유율을확보한다면이동전화시장

에서기존이동통신사와대등한주체로자

리잡아고착화된경쟁구도에변화를가져

올것으로기대했다

미래부는이달중 알뜰폰제2의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2015년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 ▲LTE청

년층을주요대상으로알뜰폰온라인판매

를지원하는허브사이트개설▲신뢰성증

대를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

인 점검계획▲알뜰폰상품구성의 다양

화방안등이담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는알뜰폰이점유율10%를넘어서이동전

화 시장의 의미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 잡

을지가결정되는중요한시기인만큼활성

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

다 연합뉴스

알뜰폰 가입자 500만명 넘었다

태블릿이사양길에접어든가운데

특히 태블릿의 원조격인 애플의 아

이패드 판매량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태블릿 시장의 위기가 현

실화한것으로관측이나오고있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

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글

로벌 태블릿 OS 시장 점유율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태블

릿 판매량은 5180만대로 지난해 1

분기(5670만대)보다 9% 감소했다

분기기준태블릿판매량감소비율

(전년 동기 대비)이 10%에 육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에도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줄기

는 했지만 3%가량에 그쳤고 지난

해 한 해 총 판매량은 미세하나마

여전히성장세를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글로벌 태

블릿 판매량의 역성장 추세가 뚜렷

해지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이른바

태블릿위기론이본격화할것으로

전망한다 2010년부터 형성된 태블

릿 시장은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사양길에접어들게된셈이다

주된이유로는55인치에서7인치

에이르는대화면스마트폰 패블릿

(스마트폰+태블릿의 합성어)의 등

장이 꼽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

트4(57인치)나애플의아이폰6플러

스(55인치) 등이이에해당한다

패블릿처럼 얇고 가벼워진 노트

북(울트라북)은 물론 울트라 모바

일이라 불리는 소형 PC의 등장 역

시태블릿수요를빼앗고있는데다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보다 짧은 것

도애초에시장자체가성장세를유

지할수없는한계로지적됐다

이번 SA예비보고서에서또하나

주목할 것은 애플의 아이패드만 유

독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

다 SA는 애플 운영체제인 iOS 기

반태블릿(아이패드)의올 1분기판

매량이 1260만대라고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1640만대)보다

23%나떨어진수치다 전체태블릿

시장의 역성장을 아이패드가 주도

한것이나마찬가지다 연합뉴스

태블릿 위기론 현실화

1분기판매량 9%나감소

아이폰6플러스잠식효과

27개 사업자 504만명시장 점유율 29%88%로

월통신비 2만원가량절약정부추가지원책만지작

KT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응답하라 집전화라는 제목으로 집전화에 얽힌 사연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사연과 함께 이름과 휴대전

화번호를이메일(ktfamily@ktcom)로보내면된다형식과분량에제한은없다 KT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결합해 가상현

실콘텐츠를즐길수있는헤드셋기기 삼

성기어VR사진을 7일출시한다

삼성 기어 VR은 헤드셋에 갤럭시S6나

갤럭시 S6엣지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360도 파노라믹 뷰와 96도의 넓은 시야각

을지원하기때문에사용자는마치영상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한 공간감을 느낄

수있다

또 갤럭시S6에 탑재된 577ppi의 쿼드

HD수퍼아몰레드디스플레이로오큘러스

시네마 오큘러스 360도 포토 오큘러스

360도 비디오 등 VR 전용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다 신설된 전용 게임 카테고리에

서 30개 이상의 유무료 VR 게임도 즐길

수있다

크기는갤럭시S6의규격에맞추느라전

작보다 작은 사이즈로 제작됐다 무게를

분산시키는인체공학스트랩을적용해착

용감이 좋아졌고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

서도터치패드의위치를쉽게찾을수있

도록중앙에돌기를만들어편의성도높였

다외부USB 포트로자체전원을공급할

수있어콘텐츠소비시간도늘어났다

제품은 삼성전자 스토어(wwwsam�

sungcomsecshop)에서 살 수 있다

구매 고객 중 선착순 500명은 멸종 위기

동물 배터리팩(8400mAh)을 받을 수 있

다출고가는 24만9000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갤럭시S6용 헤드셋

삼성기어VR 출시

KT 응답하라 집전화 공모이벤트

휴대전화개통시지원금에상응하는요

금할인율이 20%로상향된뒤로사흘만에

이를이용한신규가입자가이전보다15배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시장

추이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소

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것이다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

의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생기는것이라이용자후생이크게

강화된다는게미래부의설명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

인율이 20%로올라간지난달 24일부터일

별 가입자 수를 보면 상향된 할인율에 많

은소비자가지원금대신요금할인제를택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시행 첫날인 24

일에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12%

때인 23일(1463명)의 8배가 넘는 1만2566

명으로 급증했고 이동통신 가입이 전반

적으로 저조하다는 토요일인 25일에도 4

배 가까운 4364명을 나타냈다 일요일이

라휴대전화개통전산망이가동하지않았

던 26일 가입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27일

하루 가입자수는 무려 3만5235명까지 수

직 상승했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12% 요

금할인제를도입했지만하루평균가입자

수가 858명낮을때는 200명선까지떨어

지며시행 6개월만에 실패한정책이라는

비판에직면해왔다 임동률기자exian@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탄력받나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사흘만에신규가입자 15배 껑충시장 추이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