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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지난 19일 밴드데이터요

금제를발표하며국내이동통신 3사의데

이터 중심 요금제의 진용이 모두 공개됐

다

업계 2위인 KT가 지난 7일 데이터 선

택 요금제를 전격 발표하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포문을연이후후발주자인 LG

유플러스 업계 1위 SK텔레콤이 저마다

고심 끝에 차별화한 데이터 요금제를 속

속내놓은것이다

이에따라앞으로새로운요금제를중심

으로한이동통신 3사의뺏고빼앗기는고

객쟁탈전이본격적으로불을뿜게됐다

관전포인트는데이터요금제를지렛대

삼아 현재 고착화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32의시장점유율구

도가깨지느냐이다

지난 3월기준으로SK텔레콤은무선시

장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4950%의 점유

율을 확보하고 있고 KT는 3053% LG

유플러스는 19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KT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SK텔

레콤의무선시장과반지배구도를 해체

하기위해자사의손실을감수하면서까지

음성과문자는기본으로하되데이터이용

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

터 중심 요금제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음성과 문자를 무료로 제공하면 음성

이용에 따른 수입이 줄어들어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 감소가뻔하지만 SK텔

레콤에게더큰타격을입히기위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

다

SK텔레콤은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

하는 가입자 비중이 타사보다 높아 음성

문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

금제를출시하면단기실적에상당한타격

을입을수있어새로운요금제출시에머

뭇거렸다 당초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한 정부 당국은

이동통신업계에데이터중심요금제도입

을 지속적으로 유도했고 업계 1위인 SK

텔레콤이 그 물꼬를 틀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로멈칫하는사이 KT가 재빨리선수

를 치고 나오며 선점 효과를 누렸다 KT

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 첫 주말인 지난

89일 이틀동안 433명의 가입자순증을

보이며 오랜만에 LG유플러스(176명 순

증)를 누르고 번호이동 시장에서 가입자

순증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주중

(1114일)에도 1568명의 가입자가 순증

하면서데이터요금제선발효과를톡톡히

봤다

KT의 선점 효과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1주일 뒤인 지난 15일 곧

바로데이터중심요금제를내놓았다 LG

유플러스는지난 1517일 1400명의가입

자 순증을 나타낸 반면 KT와 SK텔레콤

은각각447명 1311명의순감을기록 KT

에빼앗겼던주말번호이동시장에서의승

자 지위를 1주일 만에 탈환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번갈아 가며 웃는 동안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는

양상을겪었으나이날데이터중심요금제

에가세함으로써반전의계기를잡은것으

로관측된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서

가장 낮은 요금제인 299 요금제(월 2만

9900원)부터 다른두통신사와는달리무

선과 문자는 물론이고 유선 통화까지 무

제한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를 꾀했다 아

울러 점유율 과반 수성을 위해 이번에 내

놓은 데이터 요금제를 최근 출시한 온가

족 행복플랜과 결합해 이용하면 기본 데

이터 제공량의 최대 15배를 제공하는 등

결합상품을 통한 고객 묶기 가입 기간에

비례해 무료 데이터 충전 쿠폰을 늘려 지

급하는등장기가입유지전략도함께펼

친다

업계의 관계자는 업계 1위인 SK텔레

콤으로서는가장늦게요금제를발표하는

마당에타사와차이점이없을경우비판을

받을수있는데다비슷한요금제로는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며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가입자

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셈이

라고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사가 데이터 중심

제를일제히내놓은후단말기유통구조개

선법(단통법) 시행이후한동안잠잠하던

번호이동 시장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

다며 과연 5대3대2의구도가깨질지 지

켜질지가업계의관심거리라고말했다

연합뉴스

�����	

외출하기좋은 5월은캠핑하기좋은달로꼽힌다 다른계절보다유난히야외활동

이많은5월을위한캠핑및아웃도어앱을소개한다

Strava GPS 및사이클링달리기Strava Inc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GPS와연동하여야외활동기록을추적하고친

구들과순위경쟁을할수있는앱이다 거리페이스 속도 상

승고도및칼로리연소를비롯한주요통계를확인할수있고

스마트시계등을활용하여심박수데이터도수집가능하다

Runtastic Road BikeRuntastic아이폰 안드로이드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다양한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이

다 비교적정확한고도계산이가능하고친구들과라이브트

래킹을할수있다또한산악자전거인을위한각종데이터를

보기쉽게제시해준다

아이라이크캠핑㈜인터랙티비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라이크캠핑은캠핑족들을위한커뮤니티공간이다캠

핑장 정보 캠핑용품 후기 등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확

인가능하고모임기능과채팅기능을통해정보를빠르게교환

할수있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데이터요금제가불러온고객쟁탈전

이통 3사 점유율 532 구도 깨지나
<SK> <KT> <LG>

이동통신 3사가 저마다 데이터 중심 요

금제를출시하고가입자혜택을강조하지

만가계통신비부담을해소하기는역부족

이라는 지적이다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지난 19

일 성명을 내고 월 2만9900원 음성 무제

한요금제의경우부가가치세를포함하면

실제 지불해야 할 요금은 월 3만2890원으

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

했다

우 의원은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도한국돈으로 2만6000원수준인 2700엔

요금제가있다며 일본의국민소득과소

비자물가를감안할때이동통신 3사의요

금은여전히부담스럽다고지적했다

이어 300MB에불과한기본제공데이

터와 데이터 추가 구매시 과도한 비용은

불합리하다며 기본요금폐지가함께이

뤄져야실질적으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전환할수있다고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타사 가입자도 자사

와이파이망에접속할수있도록하는와이

파이상호접속허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이 이른 시일

내에시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앞서이달 14

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 열어놓은 대신에 데

이터제공량을줄였으므로실질적인요금

인하효과가없다고논평한바있다

참여연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

제에대해 두회사의데이터중심요금제

를 비교하면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비

슷해 담합을 의심하게 한다고 의혹을 제

기하기도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데이터요금제가계통신비부담해소역부족

새정치우상호의원지적

기본요금폐지병행해야

KT가 지난 8일 출시한 데

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

가 18일기준 20만명을기록했다 이요금제는음성통화와문자메시지를무제한

이용하면서데이터이용량에따라요금을선택할수있다 KT 제공

KT 데이터요금제가입자 20만명돌파

공룡 SK 타격입히기위한 KTLG의 고육지책

SK 유선통화까지무제한제공차별화로역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