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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이 별

다른마케팅이나홍보없이도중남미시장

에서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남미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신흥

모바일 앱 시장으로 주목받는 만큼 더욱

의미있는성과다

26일 구글 등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멕

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 시장에서 국산

카메라나 사진 관련 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벤티케익이개발한실시간필터카메

라 앱 레트리카는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국가의 132%가 브라질이다 전체 다운로

드중멕시코가차지하는비중이 97% 아

르헨티나가31%로총26%가남미국가에

서 이뤄지는 셈이다 레트리카는 2012년

11월애플앱스토어에처음출시해이탈리

아 미국등지에서인기를끌다가지난해 4

월구글플레이에도선보였다이후남미시

장에서 선전하며 2개월 만에 두 플랫폼을

합산한 월간 다운로드 수가 11배 누적 다

운로드는13배가까이늘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카메라 앱 싸이

메라는 해외에서잘나가는 대표적인앱

으로 통한다 구글플레이 다운로드의 21

4%가 브라질 4%가 멕시코로 남미 시장

이 국내 다운로드 비중(245%)과 유사하

다 JP브라더스의카메라앱 캔디카메라

역시 구글플레이 다운로드에서 브라질과

멕시코가각각 76% 56%를차지하며선

전하고있다

이밖에 알람 게임 관련 앱도 남미인들

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랑스튜디오가 개

발한알람앱인 알람몬은올해 6월말남

미구글플레이에서추천앱으로선정된뒤

인지도가높아지면서다운로드수가브라

질에서 50배 멕시코에서 30배 콜롬비아

에서 45배나 뛰었다 브라질의 이동통신

사 유사쎌(lusacell)이 결제 관련 오프라

인캠페인을 진행하면서알람몬과레트리

카를 홍보 앱으로 선정한 것은 국내 개발

사의 현지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좋은예다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평균 1년2개월만에 바꾼다는

조사결과가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최근공개한 휴대전화평균

사용기간및교체시기분석제하의보고서에서국내소비자들

의휴대전화단말기평균사용기간이 1년7개월인반면스마트

폰은 이보다 훨씬 짧은 1년2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

고서는 KISDI가 작년 5월15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4313가

구와 해당 가구 내 만 6세 이상 구성원 1만17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일이전에조사가 완료돼

단통법영향은없는것으로간주된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13명

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해 휴대전화 보유율이 92

4%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용기간은 1년7개월로 조사됐다 사

용중인휴대전화가스마트폰일경우에는평균사용기간이 1

년2개월로전체휴대전화평균보다훨씬짧은반면 일반휴대

전화는 스마트폰보다 2배 이상 긴 평균 3년을 사용하는 것으

로나타나대조를이뤘다

연령별로는10대미만의평균사용기간이 10개월로가장짧

았고 1040대도 1년2개월1년5개월로평균에못미쳤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내놓은갤럭시노트5 공시지원금을뜯어보면소

비자를 조금 더 비싼 데이터 요금제 가입으로 유도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5 32GB 모델을 월 10만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하면 LG유플러스는 28만5000원

KT는 28만1000원 SK텔레콤은 24만8000원의 공시 지원금을 각

각지급한다갤럭시노트5가예상보다낮은가격으로출고된점을

고려하면 25만원안팎의보조금은첫공시치고높은수준이다 그

러나같은단말기를월 3만원안팎의데이터요금제로개통하면각

사 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8만6000원 KT가 8만5000원 SK텔

레콤은 6만1000원으로뚝떨어진다

요금제수준에따른지원금차이는갤럭시노트5가유독심하다

대표적인 비교 대상으로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6 32GB 모델이

있다 월 10만원 내외의데이터요금제개통시 LG유플러스는 23

만원 KT는 21만1000원 SK텔레콤은 19만1000원을지원한다 이

단말기를월 3만원안팎의데이터요금제로개통하면 LG유플러스

는 10만원 KT는 9만8000원 SK텔레콤은 6만1000원을지급한다

두 단말기에 대한 회사들의 지원금을 종합하면 비싼 요금제에

서는갤럭시노트5에지급하는보조금이더많고싼요금제에서는

갤럭시S6에주는보조금이더많거나같다

갤럭시노트5의 경우 앞서 출시한 단말기에 비해 고가 요금제를

고를수록 단말기 가격 혜택을 높여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

싼 요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월 3만원 안팎

의 데이터 요금제로 갤럭시노트5를 개통하면 단말기 값으로 적어

도 80만900원을내야한다최고요금제를기준으로최저 57만원이

라는홍보내용과는거리가멀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상당수가월 6만원이상의고가요금제를선택한다며 수요를고

려할때소비자혜택이더 늘었다고볼수도있다고주장했다

연합뉴스

공시지원금의 꼼수
이통3사갤럭시노트5

10만원대 요금제기준

LGU 28만5000원

KT 28만1000원

SK 24만8000원

+

3만원대요금제가입시

LGU 8만6000원

KT 8만5000원

SK 6만1000원

+

한국산앱 중남미서인기

사진알람게임 브라질멕시코아르헨이전체 25% 다운로드

LG전자가다음달 4일독일베를린에서열리

는 세계가전박람회(IFA)에서 프리미엄 태블

릿신제품인 G패드2 101을 공개한다고 26일밝혔다 G패드2 101은해상도가풀HD

급이어서동영상감상 게임 전자책읽기등에적합하다 226㎓쿼드코어퀄컴스냅드

래곤800프로세서와 7400mAh대용량 배터리를장착했다 연합뉴스

LG 뉴태블릿 G패드2 101

스마트폰 평균 1년2개월만에바꾼다

차등제로비싼요금제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