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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4일 키워드 스피킹 방송 / 주제: 카카오톡 무료 통화 서비스 

 

Paul’s summary 

It seems like everyone is glued to their smartphone nowadays, and there’s one app that everyone’s tapping 

on. KakaoTalk has risen to become Korea’s most popular instant mobile messaging service with over 36 million domestic 

users. The free service has quickly taken over mainstream SMS texting and become a household name in just a few years. 

Now the service is set to become even more popular with a newly released free voice calling feature.  

Unfortunately, the nation’s “Big Three” mobile carriers are less than happy about free Internet calling service. 

They’re now urging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to block KakaoTalk’s free voice service, saying that it would 

overload data networks and inevitably lead to poor service for consumers. These wireless carriers view KakaoTalk as a 

serious threat with its dominating market share and say that they may have to raise service charges for customers in order 

to recoup lost profits and deal with network congestion.  

Bu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sided with KakaoTalk stating that the free service is legal and 

encourages healthy competition in the somewhat monopolistic industry. The situation is a prime example of “net 

neutrality”, a policy that’s already a hot topic in North America and Europe. Nonetheless, it’s amazing to see that one 

Korean technology startup has taken the country by storm and is looking to forever change the wireless landscape in 

one of the most connected countries in the world.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요즘이지만 특히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어플이 있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만 3천6백만 명이 이용하는 가장 인기있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부상했다. 이 무료 서비스는 몇 년 만에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평정하더니 이제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무료 통화 기능을 선보이며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위 빅3 통신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무료통화 서비스가 데이터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카카오톡의 서비스를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손실을 만회하고 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 통화 서비스가 합법이고, 독점적 성격이 강한 통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카

카오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망 중립성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사례이다. 여하

튼, 인터넷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한국에서 벤처 기업 하나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통신업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

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Key Words 

1. 망중립성 net neutrality 

2. 유료화 free service turns into a paid (use) service; (service providers) starts charging; (users) pay to use the service; 

pay to play the service 

3. 무임승차 piggybacking; free loading; free riding; taking advantage of 

4. 매출감소 dwindling sales; lower sales; smaller revenue 

5. 서비스 품질 저하 lower service quality;  

6. 매출감소는 서비스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dwindling sales will lead to lower quality service; there would be no 

incentive to improve the network 

7. 저렴한 서비스를 반기다 customers will be happy with a cheaper bill; happy with a lighter bill 

8. 돈을 많이 벌어 갔다 (telecommunicatoin companies) squeezed the customers; squeezed money from customers  

9. 울며 겨자먹기로 썼다 customers had to endure it; had to deal with it; customers had to bite their tongue and bear it 

10. 엄살이 심하다 play the victim; act like the victim; justify high prices(비싼 요금 정당화하려고 엄살떨다) 

 

Key Words 

1.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glued to the smartphone 

2. 누구나 아는 브랜드 household name 

3. (투자금을) 회수하다 recoup  

4. ~편을 들다 side with 

5. 독점적 성격이 짙은 업계 somewhat monopolis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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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다 take the country by st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