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단말기로약정할인가능

번호이동제가 시행 1주일째
접어들었지만아직도혼란스러
워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동
통신 3사와 대리점들의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면서 잘
못된 정보를 예사로 흘리는가
하면 경쟁업체를 마구잡이로
헐뜯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
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
문이다. 번호이동성에 대한 진
실과 오해 몇 가지를 풀어본다.
●공짜폰은 있나= ‘공짜’의

근거는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약정할인제다. 18∼24개월 가
입을 약정하면 통화 요금을 최
고 40%까지 깎아준다지만 대
다수 사용자들에게 실제 할인
폭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휴
대전화 가입자들의 월평균 사
용 요금이 4만원선에 불과해
24개월 약정해봐야 할인액은

10만원 정도다. 약정할인으로
40만원을 절약하려면 매월 8만
∼8만5000원의 요금을 내는 가
입자가 2년동안의 할인요금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약정할인제는 번호이동을

해야 가능한가=약정할인제는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뿐 아니
라 기존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지금 사용하는 구형단
말기로도 약정할인제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할인이 반드시 유리할

까= 월평균 사용요금이 3만원
이하라면약정할인보다는장기
이용할인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약정할인제가 구간
별로 할인율에 차등을 둬 월이
용료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장기이용 할인
제도는 이용액과는 상관없이
이용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이국명기자

NEC, 개인용통역로봇개발
일 - 일음성자동번역

일본전기(NEC)는 마이크로
음성을 입력하면 번역하여 읽
어주는 일어- 어 통역기능을
탑재한 개인용 로봇을 개발했
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통역기능을

가진 개인용 로봇은 회사가 개
발한 로봇‘파페로’를 기본으
로 삼아 만든 것이데, 소형의
로봇에 탑재하기 위해 프로그
램 크기를 줄이고 고속의 음성
인식방식을 개발한 것이 특징
이다. 

또 수만 단어에 이르는 사전
도 수록했다. 이에 따라 여행과
관광에 관한 간단한 회화를 일
본어에서 어로, 어에서 일
본어로 번역하여 읽어줄 수가
있게 된다. 
회사측에서는앞으로

로봇을 통해 일어와
어 쌍방향 커

뮤니케이션
도 가능
하도록
을 개발
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8일부터 11일동안 진행되는‘CE Show 2004’의 삼성전자(위)와
LG(아래)전자전시관을찾은방문객이양사가선보인첨단TV를보며감탄하고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KTF(www.ktf.com)는 해외에
서 분실한 로밍폰에 대해 최고
80%까지보상하는해외로밍폰보
상 보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 보험은 KTF의 해외

로밍폰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별도
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으
로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KTF
가 부담하게 된다. 보상금액은
KTF가 로밍폰 금액의 80%, 고객
은 20%를부담하며 50만원이넘는

단말기 금액은 고객이 추가 부담
해야 한다.
KTF는 현재 세계 130여개국에

서 로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신제품

신개념진동헤드셋웰리
파이컴(www.phicom.com)이 신

개념 진동 헤드셋인‘웰리’(well.e)
를출시했다.

이 제품은 귀에서
가까운 얼굴 측면

부에 고정시켜 소리의 진동을 고막
이아닌내이에직접전달시키는방
식. 따라서 청력저하, 난청 등 장시
간헤드셋사용에따른부작용을제
거할수있으며, 음악을들으면서도
외부의소리를인지할수있는것이
특징이다. 웰리는 용도별로 총 8종
이출시됐으며값은제품에따라3만
∼9만원. 문의: 02) 3282-7000~5

KTF, 해외로밍폰보험실시

직도 다이어리 들고 다
니나요”

해마다 이맘때면 새해 목
표를 세우느라 분주하다.
덩달아‘종이 다이어리’
가 특수를 누리게 마련. 하
지만 이제 디지털로 눈을 돌려
보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만 있
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인터넷 다이어리’들
이 큰 인기다.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스케줄은 한번 자동인식을
시켜놓으면 매번 새로 입력할 필
요가 없고,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
게 기억시켜주는‘알람’기능 등도 편
리하다. 또 가계부·차계부 등과 연계기
능도들어있어물샐틈없는꼼꼼한돈관
리로‘10억원 모으기’의 꿈을 도와준다.
세븐데이즈(www.7days.co.kr)는 일정

관리와 함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에따라계획하고진척도를체크해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박사
의 플랭클린 플래너를 인터넷으로 구현해
‘사명서’‘목표’‘주간컴퍼스’등일의우
선순위와실행순서를매기고점검할수있

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 포켓PC·
PDA 등과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호

환할 수 있는 프랭클
린 플래너는 7만
9800원이다. 

이지데이(www
.ezday.co.kr)도
일정관리는 물론
가계부·지식관

리·인맥관리·자기계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자 업자 업
사원 학생 등 직업군별

로 최적화된 메뉴를 선택
해 사용하면 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과 일정 및 업무 주소록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도유용하다. 이달말까지가입
하는 회원들에게는 평생무료이용권을 제

공하는 행사를 진행중이다.
기존 사용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

룩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
다. 네이트닷컴(pims.nate.com)은‘PC싱
크’서비스를 통해 아웃룩 일정관리 프로
그램과버튼하나로데이터를교환할수있
게 도와준다. 등록해 놓은 일정관리, 주소
록, 북마크는 물론 지정한 폴더의 문서까
지 동일한 데이터로 만들어 준다. 
또 휴대폰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포토

명함관리기능과휴대폰연동주소록기능
도 제공한다. 
하나포스닷컴(myinfo.hanafos.com)도

일기장·메모장은물론예산과수입, 지출
내역을일·주·월별로기록할수있는가
계부서비스를제공한다. 통계와그래프를
통해 가정 경제 운용 현황을 이해하기 쉽
게 보여주는 기능도 갖췄다. 
또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기록과 지출

상황등을정리하는‘차계부’서비스도유
용하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다.

/이국명기자kmlee@clubmet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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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인터넷다이어리마련하세요

말로만‘공짜폰’넘쳐난다
click“오! 놀라워라한국TV”

반복스케줄자동인식유용
가계부차계부와연계기능도제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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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원으로
콘도 VIP고객!
무료숙박권22매선착순증정

(주) 현대훼미리리조트(477객실)

국내레져산업의선두주자(주)현
대훼미리리조트에서본격적인주5
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 단위
가족여행을즐기는직장인들이증
가함에따라비용을줄이고레져비
용을 현실화 시킨 파워 VIP상품을
출시 성황리에 모집중에 있다. 설
악현대훼미리리조트(477실)을 운
하고 있는 현대훼미리리조트는

보즘금없이가입금 99만원으로가
입할 수 있으며, 연회비까지 면제
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흔하지
않는좋은기회라할수있다. 
현대훼미리리조트 VIP 콘도고객

으로 477실의설악콘도와청평₩양
평₩가평₩충주₩도고₩지리산₩경주
₩해운대₩덕구온천₩제주₩베트남등
국내외 27곳의 직 및 체인 콘도
를 매년30박 이상 이용할 수 있으
며, 전국유명스키장을 25~50%할
인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
번가입자에게는연회비면제는물
론 설악콘도와 청평콘도를 5년간
무료이용할수있는콘도무료숙박
권 22장을 선착순 증정한다. 콘도
무료숙박권은설악, 청평콘도의주
중/주말 이용이 가능하다. 설악산
과 동해바다가 함께하는 설악콘도
는 설악의 수려한 풍경,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동해의 일출 광경을
한눈에바라볼수있다.
콘도구입을망설 다면주5일근

무제시대에 총 계약기간 10년(5년
후 재 연장5만원 추가 부담), 신용
카드 3~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
한 현대훼미리VIP가입은 흔하지
않는찬스이며콘도, 여행, 레져비
용이 증대되는 시기에 비용절감과
레져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기대된다. 

(02)543-9992
www.h-cond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