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SOC-ICT 융합 국제세
미나’에서 “정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시설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똑똑
한 인프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급 이통사 늘수록 비싸(?)…아이폰의 배짱 장사
SKT·LGU+ 합류해 가격 100만원대 진입
아이폰 판매하는 이동통신사가 증가했지
만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리점에 대한
지원은 감소해 시장 경쟁 논리와 어긋난다
는 지적이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12일 “아이폰
의 출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
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판매를 개시한
후”라며 “아이폰을 취급하는 곳은 증가해 경
쟁이 늘어난 것인데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KMDA)에 따르
면 국내에 처음 아이폰(3GS)이 출시된 2009
년 11월 당시 아이폰의 가격은 94만6000원
으로 KT가 독점판매했다. 이어 2010년 9월
KT가 먼저 아이폰4의 판매를 시작했고 SK
텔레콤은 약 6개월 뒤인 2011년 3월부터 취
급을 시작했다. 당시 양사의 아이폰4 출고가
는 아이폰 3GS와 같은 94만6000원이었다.
아이폰 4S가 출시된 2011년 11월에도 출
고가는 94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아이폰5가 새롭게 출시되면서부터는 취급
하는 이동통신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출고가가 올랐다.
SK텔레콤과 KT이 판매한 아이폰5(64G)
와 5S(64G)는 각각 107만8000원, 114만원

등으로 처음 100만원대를 돌파했고 LG유
플러스까지 합류한 2014년 아이폰6부터는
105만6000원, 아이폰7 113만800원, 아이
폰8 114만2900원, 아이폰X 155만7600원
(이상 128G), 아이폰XS(512G) 181만5000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하는 통
신사가 늘어갈수록 출고가가 올라가는데 국
외와 비교해도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
플사가 인기를 염두에 두고 배짱 장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에 따르면 아이
폰8의 경우 국내 출고가는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비쌌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가격 정
책은 애플의 정책이라 이통사들이 따로 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리점들은 이통사 경쟁이 늘었지

KT(회장 황창규)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
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
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된 통신 이용요금 감면 외에 영
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금이 새롭
게 추가됐다.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
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
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를
통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
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양진영 기자 camp@

아이폰을 판매하
는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늘어났지
만 아이폰 출고
가는 오히려 상
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진은
아이폰X를 구경
하는 사람들.

KT 화재 보상안 발표…소상공인 위로금 포함
2주간 피해지역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만 대리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었
다고 지적한다.
아이폰 공급 정책상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시연폰(데모폰) 지원
금이 50%에서 이통3사로 판매경쟁이 확대
된 2014년 30%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
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이통3사의 의견 외에 따로 유통
망과 논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MDA관계자는 “아이폰에 대한 조사는
과거부터 실시해 완료된 부분이라 최근 이
슈화 된 시연폰 지원금 부분이 충분히 반영
됐는지는 미지수”라며 “협회 측에서도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하고 있는 만큼 공정
위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
했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
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
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는 용산 후암동
을 제외한 전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
며 중구는 중림동 주민센터, 영등포구는 여
의동 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는 화전동·삼
송동·창릉동·효자동·효덕동 주민센터에
서 각각 신청접수 가능하다.
이번 신청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원 원이하 소상공인으로 접수시 신분
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
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
모는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기

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최
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
월의 요금을 감면하며, 동케이블 기반 일반
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
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
(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
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
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
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
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
된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
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영 기자

조합원께 드리는 약속!
“혁신의 완성, 새로운 도약”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13

“다양한 장르·플랫폼으로 재미있는 도전 이어갈 것”
라인게임즈, 합병 이후 첫 미디어 간담회
‘LPG’ 개최…신작 라인업 10종 공개
“라인게임즈는 플랫폼의 경계를 두지 않
고 다양한 장르에서 ‘재미있는 도전’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김민규 라인게임즈 대표가 12일 열린 ‘라
인게임즈-플레이-게임(LPG) : 위드 프레
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라인게임즈는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관계사로, 지난 8월 넥스트플로어와 합병
을 단행했다.
지난해 라인에 이어 최근 앵커 에퀴티 파
트너스로부터 12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넥스트플로어였을 때에도 우
리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길
원했고, 라인게임즈로 사명이 바뀐 현재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
다”며 “라인게임즈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
는지 고민 중이고 2가지 측면에서 답을 찾
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개발사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
다.
라인게임즈는 내년부터 ▲엑소스 히어
로즈 ▲슈퍼스트링 ▲다크 서머너즈 ▲레
이브닉스 : 더 카드 마스터 ▲어드벤처 인
위즈빌 ▲프로젝트 PK ▲대항해시대 오
리진 ▲프로젝트 NL 등으로 모바일 및 스
팀 등 멀티 플랫폼에 주력하는 한편 ▲베리
드 스 타 즈 (콘 솔 타 이 틀 ) ▲프 로 젝 트
NM(PC 타이틀) 같은 새로운 시도에도 나
선다.
김 대표는 향후 게임 퍼블리셔로서의 포
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관점
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코어 게임 위주로
선보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라인게임즈 측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
한 게임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는 라인 지사
와 협업하는 모델로 전개될 방침이라고 설
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초 이 자리에 ‘창세기
전’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조금 더 준비해
만족할 수준이 될 때 공개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별도로 창세기전만
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소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우 기자 lgw909@

솔라커넥트, 태양광 연계 ESS 전용펀드 투자 1호 성사
통합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플랫폼’ 역량 입증
태양광 금융 전문 기업 솔라커넥트가 태양광
연계 ESS 전용펀드를 통해 1호 PF대출을 성사
시켰다.
솔라커넥트는 성사된 대출약정이 약 130억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청주지역에 12MWh 규
모의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4MW) 건설을 한
다고 밝혔다.
태양광 연계 ESS 전용펀드는 지난 11월 솔라
커넥트가 인프라전문 자산운용사와 협업해 설
정한 것으로 총 400억원 규모다.
펀드 설정 당시 솔라커넥트는 해당 펀드가 태
양광 연계 ESS의 PF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라 밝
힌 바 있어, 이번 약정으로 좋은 출발을 이뤄냈다
는 평을 얻고 있다.
솔라커넥트 관계자는 “이번 약정은 ‘태양광
발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솔라커넥트의

핵심 역량을 증명한 사례”라며 “금융자문뿐 아
니라 기술실사, 사무수탁 등 태양광 발전소 건
설 및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 태양광 발전 밸류체인(Value Chain)
내 모든 단계에 대한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
다.
솔라커넥트는 금융, 사업개발, 기자재, IT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력을
통해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토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0MW 이상의 사업개발·금융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태양광 발전사업뿐 아니
라 DR, 태양광 대여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범
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더불어 시공에 필요한 모듈, 인버터 등 주요 기
자재를 직접 골라 공급해 사업자들의 호응을 얻
고 있다.
김예지 기자 kimy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