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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2019년도 1분기 실적 발표…iPhone 판매량 15% 감소

• Apple의 2019년 1분기(Apple 회계연도, 2018.10~12) iPhone 판매량이 2018년 동기 대비
15% 감소
• 2019년 1분기 Apple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843억 1,000만 달러와 199억 6,500만 달러로
2018년 1분기 대비 각각 4.5%와 0.5%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최초로 매출과 순익 모두 감소
Apple 분기별 매출 및 순익 추이(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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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le 실적 발표, 2019.01

• 이 같은 매출 감소는 Mac, iPad, 웨어러블/홈/액세서리,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iPhone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 2019년 1분기 iPhone 판매량은 약 6,590만 대로 2018년 동기 대비 15% 감소(SA 데이터)한 것
으로 알려졌으며, iPhone 매출은 519억 8,200만 달러로 2018년 1분기 611억 400만 달러 대비
14.9% 감소. 전체 매출에서 iPhone 매출이 차지한 비중도 61.6%로 2018년 1분기 69.2% 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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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분기별 iPhone 판매량 추이(단위: 백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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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le 실적 발표, 2019.01

Apple 분기별 iPhone 판매량 증가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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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le 실적 발표,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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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은 더 이상 iPad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2019년 1분기 iPad 매출이 67억 2,900만 달
러를 기록해 2019년 1분기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2018년 10월 말 신규 iPad Pro
출시가 매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Mac 매출은 74억 1,600만 달러로 2018년 1분기 대비 8.7% 증가
• 특허 웨어러블 매출/홈/액세서리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2019년 1분기 해당 카테고리 제
품의 매출은 73억 800만 달러로 2018년 1분기 대비 33.3% 증가
• 2019년 1분기 서비스 매출은 108억 7,500만 달러로 2018년 1분기 대비 19.1% 증가. 2019년
1분기 Apple Music 가입자 수는 5,000만 명을 기록했으며, Apple News의 월이용자 수도 8,500
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음
Apple 사업 분야별 매출(2019.1Q vs 2018.1Q)

출처: Apple 실적 발표, 2019.01

• 한편, 2019년 1분기 실적으로 볼 때 iPhone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타 단말과 서비스 매출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으로 판단
• 다만, 타 단말과 서비스 매출 증가 속도가 iPhone 매출 감소를 얼마나 빠르게 상쇄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2019년 1분기 기준 iPhone 매출 감소액은 91억 2,200만 달러로 타 단말과 서비스 매출
증가액인 51억 3,900만 달러 대비 39억 8,300만 달러 정도 더 감소
• 특히 iPad와 Mac 판매량은 언제든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어 웨어러블/홈/액세서리 매출과 서비
스 매출로 iPhone 매출 감소를 커버해야 하는 상태인데, 2019년 하반기에 다수 서비스를 추가하
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Apple Watch 판매 확대가 이뤄진다고 해도 iPhone 매출 감소를
상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Apple은 2019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iPhone 판매가 감소한 지역의 단말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고 밝혔는데, 2019년 1분기 미국과 아태지역 매출을 제외한 모든 지역(유럽, 중국, 일본)의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중국 지역 매출 감소가 47억 8,700만 달러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말 가격을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예상됨
Apple 지역별 매출(2019.1Q vs 2018.1Q)

출처: Apple 실적 발표,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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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중국, 일본, 유럽 지역 iPhone 가격 조정으로 단말 판매량이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 효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Apple의 경우 2019년 2분기(2019.01~03)와 2019년 3분기
(2019.04~06)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문제는 2019년 출시 예정인 신규 iPhone의 판매량이 회복될 것인가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판매량이 회복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 2019년에 Apple이 다수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면서
iPhone의 매력도가 향상되고 iPhone의 교체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나, 디자인에 변화
를 주지 않고 고가 전략을 고수한다면 판매량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
• 적어도 디자인 변화나 가격 인하 중 하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개 모두 이뤄진다면 ‘판
매량 확대와 이로 인한 매출 증가’라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Source Apple, App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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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2019년 상반기에 헬스 모니터링 기능 추가한 신규 AirPods 출시설

• Apple이 2019년 상반기에 헬스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AirPods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 대만 DigiTimes는 웨어러블 단말이 경연성인쇄회로기판(Rigid Flex PCB)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Apple이 2019년 상반기에 AirPods를 출시할 예정이며, 해당 단말은 헬스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해 큰 시장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음
• AirPods와 Apple Watch용 Rigid Flex PCB는 대만의 Zhen Ding Tech과 Flexium Interconnect
가 주로 공급하고, Compeq Manufacturing과 Unitech Printed Circuit Board사도 AirPods용
Rigid Flex PCB를 공급할 것이라고 DigiTimes는 전망
• Apple은 2017년 3월 심박수, 산소포화, 피부전기반응, EKG 센서, 온도 센서 등을 탑재해 생체 데

이터 수집이 가능한 무선 이어폰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데, Apple이 AirPods의 매력도를 높이면서
Apple Watch를 구매하지 않은 자사 단말 사용자들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rPods에 생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8년 12월초 홍콩 TF International의 Ming-Chi Kuo 애널리스트는 Apple이 2019년 1
분기에 무선충전 케이스를 갖춘 신규 디자인 적용 AirPods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AirPods
에 신규 디자인이 적용되고 헬스 모니터링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판매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Apple
Watch와 함께 Apple의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중요 생체 데이터 수집이라는 핵심 역할을 하는 단말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신규 AirPods 케이스 이미지

출처: MacRumors, 2018.12

Source DigiTimes, MacRumors

7

동향브리핑

+

AR

Apple, 2020년에 후면에 3D 카메라 탑재한 iPhone 출시설

• Apple이 빠르면 2020년에 후면에 3D 카메라를 탑재한 iPhone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Bloomberg
가 2019년 1월 31일 보도
• 해당 3D 카메라는 TrueDepth 카메라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Dot-프로젝션 기술 대신 레이저 스캐
너를 활용하며 최대 15피트(약 4.5미터) 떨어진 거리까지 스캔이 가능하다는 설명. Face ID를 지
원하는 TrueDepth 카메라 시스템의 경우 25~50cm 거리의 객체를 스캔이 가능
• Bloomberg는 레이저 기반 3D 카메라의 경우 iPhone에서 증강현실 구현 시 좀 더 주변 객체를 정
확하게 인식해 증강현실 객체를 랜더링하고 사진 촬영 시 좀 더 정확한 심도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
고 밝혔음
• Apple은 2019년 출시 iPhone에 3D 카메라를 탑재하려고 했으나 연기했으며, 2020년 초 출시 예
정인 iPad Pro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iPhone에 적용할 것이라고 Bloomberg는 밝혔음
• Bloomberg는 2020년 출시 iPhone은 Apple이 2020년 공개 예정인 AR 헤드셋의 서막(a
prelude)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한편, 2019년 iPhone의 경우 코드명 D42와 D43로 각각 iPhone XS와 XS Max의 차기 단말을 개
발 중에 있고 iPhone XR은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
• 신규 iPhone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며, 트리플 카메라 탑재를 통해 좀 더 넓은 촬영각과
줌 성능(거리 확장)을 높이고, 더 많은 픽셀을 캡처해 Apple의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미지를 보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Bloomberg는 전했음
• 아울러 신규 iPhone의 Face ID 센서에도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
• 단, 2019년 출시 iPhone의 디자인은 전작과 유사할 것이며, 2020년 출시 iPhone의 경우 5G 기
술을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Bloomberg는 밝혔음
• iOS 13과 관련해서는 밤에 단말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크 모드(Dark Mode)가 추가
되고 CarPlay도 향상될 예정
• 한편, 삼성전자도 갤럭시 S10 5G 버전의 후면에 ToF(Time of Flight) 방식의 3D 심도 센서를 추
가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스마트폰이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하고 스마트 안경에 필요한 핵심 기
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 안경의 핵심 UI 역할을
할 손동작 인식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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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Arena는 삼성전자가 2019년 출시되는 단말에 적용하기 위해 ToF 카메라 센서를 개발해 왔
으며, 해당 기술은 다수 사물로 꽉 찬 전체 방을 맵핑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현재 Oppo R17 Pro와 Vivo NEX Dual Display 단말의 후면에 ToF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카메라의 경우 10피트(약 3m) 떨어진 거리의 30만 개 지점을 감지하고 맵핑이 가능
• PhoneArena는 Infineon/PMD의 초소형 ToF 센서의 경우 현재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하고 좀
더 나은 성능과 크기를 지원하며, Vivo와 Oppo에 ToF 카메라 기술을 제공하는 PMD의 경우 서울
과 중국에 사무실을 신설했다고 전했음

Source Bloomberg,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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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Netflix형 게임 구독 서비스 출시 계획설

• Apple이 게임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Cheddar의 보도를 인용해 9to5Mac이 2018년
1월 28일(미국시간) 보도
• Cheddar는 Apple이 월구독료를 지불하고 일부 게임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Netflix형 게임 구독
서비스(Game subscription service)를 계획 중에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게임 개발자들과 구
독 서비스와 관련해 직접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서비스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로, 아직은 Apple이 구독 서비스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지 어떤 종류
의 게임을 제공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
• Apple은 게임 퍼블리셔로서 게임 개발자들도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것도 논의를 했다고 Cheddar
는 전했음
• 2018년 기준 앱 매출의 74%가 게임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면서 더
이상 앱 판매 매출이 확대되기는 어렵고 인-앱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이는데, Apple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매출 확대와 함
께 iPhone, Apple TV 판매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Apple이 직접 게임을 개발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필요 시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해 구독 서비스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
• 한편, 금일 Apple이 특정 서비스 구독을 지원하도록 TV 앱을 업그레이드해서 2019년 4월에 출시
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단말 판매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서비스 강화에 속도
가 붙을 것으로 전망

Source 9to5Mac, Ched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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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Aetna와 협력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제공

• Apple이 건강보험회사인 Aetna와 파트너쉽을 맺고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 Apple Insider가 2019년 1월 29일(미국시간) 보도
• 이를 위해 Aetna는 활동량 트랙킹 및 건강 관리용 앱인 Attain을 출시했으며, Attain 앱을 통해 자
사 보험 가입자들에게 활동량에 따라 Apple Watch 비용을 할인해 주고 수집된 활동량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 예를 들어, Attain 앱에서 추천하는 목표 활동량이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달성하게 되면 포인트
를 획득하게 되며, 해당 포인트를 활용해 Apple Watch 할부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차감할 수 있음
• Attain 앱에서 추천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운동 목표 달성 유도 외에도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추천 알림을 제공하고, 감기 시즌에는 감기 예방 주사를 맞
고, 처방약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하라고 알림을 제공하고, 정기 검사 기간에는 알림
과 함께 방문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
Attain 앱

출처: Aetna, 2019.01

• 한편, 스마트 시계와 피트니스 트랙커 제조사와 보험 회사 간의 협력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주로 운
동량을 달성하면 단말 가격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Apple과 Aetna 간
의 협력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으나, Attain 앱의 경우 활동량 트랙킹과 함께 식생활 개선, 감기 예
방, 약 주문, 병원 방문 알림 등 건강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사의 헬스 앱 보
다는 좀 더 진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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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약국 체인점인 CVS가 2017년 12월 Aetna를 인수한 것을 고려하면 Atena가 Attain 앱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보험 고객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
서) 보험 비용을 낮추고 CVS를 통한 약 구매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Apple의
경우 Apple Watch 판매 확대 효과가 있을 것

Source Apple Insider, Ae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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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iri팀의 책임자 교체하고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 시도

• Apple이 Siri 팀의 책임자를 교체하고 장기 연구 프로젝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The Information
의 보도를 인용해 Apple Insider가 2019년 2월 1일(미국시간) 전했음
• The Information은 Siri 팀을 담당했던 Bill Stasior 책임자가 팀을 떠나 Apple의 다른 팀으로 옮겼
다고 전했음
• 이 같은 결정은 Apple의 머신러닝 및 AI 부문 John Giannendrea 부사장이 Siri 프로그램을 매년
소규모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기 연구 프로젝트로 전환하려고 시도 중이기 때문

• 한편, 2018년 12월 5일 Siri의 단축 버튼형 명령 기능인 Siri Shortcut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
제가 발생한 바 있는데(바로 해결이 된 상태), Apple이 Alexa나 Google Assistant 보다 상대적으
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Siri의 성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팀을 재정
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AI 스피커 시장의 경우 Alexa와 Google Assistant를 보유한 Amazon과 Google이 거의 양
분하고 있는 상태로, AI 스피커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웨어러블 단말과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차
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AI 비서 성능 향상이 필수인데, 기존 음성 UI
를 Siri가 한 단계 업데이트했던 것처럼 매년 소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 Alexa와 Google Assistant를 뛰어넘도록 성능을 개선한 후 다시 판을 뒤집겠다는 계
획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9년 Amazon과 Google이 자사 AI 비서에 어떤 기능을 추가할지 모르겠으나, AI 성능 개
선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Apple이 Siri의 기본 성능을 크게 개선하고 대부부
분의 사물, 주변, 사람의 행동까지 인식이 가능한 컴퓨터 비전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합한 형태
로 개선한다면 AI 스피커를 포함한 기존 단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도 주도권
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Source Apple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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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Project Titan 직원 200명 이상 감축

• Apple이 자율주행차 개발 팀인 Project Titan의 직원 200명 이상을 감축했다고 CNBC가 2019년
1월 24일(미국시간) 보도
• CNBC는 자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Apple이 Project Titan의 직원 200명 이상을 감축했으며, 이
는 내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밝혔음
• 단, 200명 모두 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
았음

• Apple 측 대변인은 “우리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엄청나게 뛰어난 팀을 보유
하고 있다. 팀이 2019년에는 주요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일부 직원의 경우
전체 Apple에 걸쳐 머신러닝과 기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pple의 다른 부서로 재배치 중에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또한 “우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Apple은 이 분야에 기
여할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지금까지 가장 야심찬 머신러닝 프로젝트이
다”고 언급
• 한편, Apple은 2018년 8월 Tesla의 Doug Field를 재영입하면서 Bob Mansfield와 Project Titan
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2018년 12월에는 Tesla의 수석 디자이너 출신인 Andrew Kim을 영입하면
서 Apple이 자율주행차를 자체 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Project Titan의 직원 200명
이상을 감축한 것으로 볼 때 자율주행차 제작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 시스
템 개발에만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판단됨
• 물론 Apple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관련 인력을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개발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인력을 감축하지
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Bloomberg는 이번 인원 감축에 대해 Apple이 자율주행차 사업의 차가운 현실에 수긍을 한 것이
라며, Tim Cook 입장에서는 주요 단말 판매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Project
Titan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고 밝혔음

Source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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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erily, 심전도 모니터링 스마트 시계 Study Watch FDA 승인 획득

• Alphabet 산하 Verily의 심전도 모니터링 스마트 시계인 Study Watch가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2019년 1월 18일(미국시간) 발표
• Verily는 2017년 4월 의료 연구 목적의 스마트 시계인 Study Watch를 공개했으며, Study Watch
는 심전도, 심박수, 몸의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원하는 때에 ECG
확인이 가능
•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Study Watch를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한 단말로, 단일 채널
ECG 리듬(Single Channel ECG Rhythms)을 기록, 저장, 전송, 디스플레이 해주며, 헬스 전문가,
심장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자, 그리고 건강에 예민한 사람들용으로 제작했다고 Verily는 밝혔음

• Google이 Apple Watch에 대응해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Study Watch의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tudy Watch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Google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처방전이 필요없는 심전도 모니터링 스마트 시계를 출시할지는 알
수 없으나, Google이 2019년 1월 17일 Fossil로부터 지적재산권과 R&D 팀의 일부를 4,000만 달
러로 인수한 것으로 볼 때 일반 소비자용으로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를 직접 제작
해 판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Verily ‘Study Watch’

출처: Verily, 2019.01

Source Verily Via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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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erily, 움직임, 몸무게, 쓰러짐 감지 가능한 스마트 슈즈 개발 중

• Alphabet 산하 Verily가 헬스 트랙킹 신발을 개발 중이라고 CNBC가 2019년 2월 1일(미국시간)
보도
• CNBC는 Verily가 착용자의 움직임, 몸무게, 쓰러짐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내장형 스마트
슈즈를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며, 최근 몇 달 동안 스마트 슈즈 제작 및 판매를 위한
파트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비공개 미팅에서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음
• CNBC는 Verily가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스마트 슈즈는 헬스와 관련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몸이 울혈성 심부전의 증상이 많은
양의 물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으로 스마트 슈즈로 이를 감지할 수 있고 쓰러짐 감지도 가능하다는

설명
• 현재 스마트 슈즈의 경우 국내 벤처업체인 3L Labs가 CES 2014에서 안창 형태의 피트니스 트랙킹
모듈인 Footlogger를 선보인 바 있으며, 2018년 1월에는 Under Amour가 활동량 트랙킹 가능한
스마트 슈즈 2개 모델을 공개한 바 있음
• 한편, Verily는 2019년 1월 18일 심전도 모니터링 스마트 시계인 Study Watch의 FDA 승인을 획
득했다고 밝혔는데, 처방전이 필요한 스마트 시계와 쓰러짐 감지 가능한 스마트 슈즈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볼 때 초기에는 헬스 전문 제품을 중심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반 소비자용으로도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
상됨

3L Labs의 ‘Footlogger’와 Under Amour의 ‘Hovr Phantom/Hover Sonic’

출처: Footlogger, 2014.01 / TechCrunch, 2018.01

Source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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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erily,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 ‘Partner Space’ 확장

• Alphabet의 Verily가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인 ‘Partner Space’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
고 TechCrunch가 2019년 1월 24일(미국시간) 보도
• Verily는 2017년 9월 생명공학 관련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인 Partner Space를 출시했으며, 현
재 6~8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Partner Space를 통한 투자 업체가
12~15개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음
• TechCrunch는 Verily의 이 같은 행보는 Verily가 2019년 1월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속
도가 붙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음. Verily는 2019년 1월 3일 Sliver Laker가 중심이 된 투자자로
부터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현재 Partner Space에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에는 Freenome과 Culture Robotics가 있으며,
Freenome의 경우 인공지능과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암 검사와 진단 테스트를 하는 업체이며,
Culture Robotics는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줄기세포 배양하는 업체임
• 한편, Verily의 경우 2019년 1월 21일 FDA로부터 처방전이 필요한 심전도 모니터링 스마트 시계
인 Study Watch의 승인을 획득했는데, Partner Space를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해 헬스케어 관련
에코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시계나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환자 관리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Freenome과 Culture Robotics와 같은 업체와 협력해 암과 같은 중병을 미리 파악
해 치료하고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임
Freenome 연구자 검사 진행 이미지

출처: Verily, 2017.09

Source Alpha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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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oogle Assistant에 얼굴인증 기능 추가 전망

• Google이 Google Assistant에 얼굴인증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Engadget이 2019
년 1월 27일(미국시간) 보도
• Engadget에 따르면 Google App 9.10 버전의 APK를 분석한 결과 Google Assistant와 관련해
Face Match 관련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 Face Match 기능의 경우 카메라를 탑재한 Google Assistant 지원 단말 이용 시 음성과 함께 얼굴
을 스캔해 이용자를 인증

• 관련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는 Face Match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다수 단말
에 얼굴 인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아울러, 단일 단말에 다수 이용자의 프로파일
을 추가해 이용도 가능
• 한편, 현재 Google Assistant의 경우 이용자 목소리를 인식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녹음된 목소
리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해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임
• 아울러, Face Match 기능을 추가할 경우 Google Assistant 지원 단말에 자연스럽게 카메라 탑재
가 가능하며, 카메라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면 실제로 쇼파에 앉아서 TV를 시청
하는 이용자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을 것
• 또한 향후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TV를 통해 영상 통화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목소
리 외에 얼굴 인증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Source Engadget, Androi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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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미국 미시건 지역에 자율주행차 제작 공장 설립 발표…서비스 지
역 확대에 속도 붙을 듯

• Waymo가 미국 미시건 지역에 자율주행차 제작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Engadget이 2019년
1월 22일(미국시간) 보도
• Waymo 측은 Michiga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MEDC)가 Waymo의 자율주행
차 제작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음
• 해당 공장에서는 Fiat Chrysler Automobiles과 Jaguar Land Rover 차량에 Waymo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해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게 됨

• Waymo는 현재 미시건 지역 엔지니어들이 Chrysler Pacifica 하이브리드 미니밴에 Waymo의 자
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공장 설립을 통해 제작 차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신규 공장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대량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차 제
작 공장이라고 Waymo는 언급
• Waymo가 자율주행차 제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Waymo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율주행차 수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2019년과 2020년에 Waymo가 자율주행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
스를 미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같은 날 BMW와 Daimler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명을 “Jurbey”로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졌
는데, BMW와 Daimler도 모빌리티 서비스용 조인 벤처를 통해 북미 지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
• BMW와 Daimler는 2018년 3월 DriveNow/ReachNow(BMW)와 Car2go(Daimler)를 통합했
음

Source Waymo Via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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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매출 큰 폭으로 확대

• 2018년 4분기 Facebook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Facebook은 2019년 1월 30일(미국시간) 실적 발표를 통해 2018년 4분기 매출이 169억 1,400
만 달러를 기록해 2017년 4분기 대비 30.3% 증가했다고 밝혔음

출처: Facebook, 2019.01

• 이용자 수 증가도 시장 예상 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일일 액티브 유저 수는 15억 2,0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닌 15억 1,000만 명 보다 높았으며, 월평균 액티브 유저 수도 23억 2,0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출처: Facebook,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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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acebook이 이용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수 증가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분기 Facebook의 매출 확대는 Facebook이 커머스 기능과 동영상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면서 광고를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아울러 2018년 4분기 기준 Instagram의 Stories 하루 이용자 수가 5억 명을 기록했다고 알려졌는

데, 현재 Facebook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매출 성장은 Instagram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매출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보 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
고 있고 대형 이슈 발생 시 이용을 중단하는 이용자 수가 빠르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9년 1월 29일 Facebook이 2016년부터 13~35세 이용자들이 Facebook Research 앱을 다
운로드하는 조건으로 매월 20달러를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Faceook Research 앱은 사용
자의 모든 단말 이용 내역과 웹 활동을 수집. Apple의 경우 이 같은 보도가 나간 후 바로 해당 앱을
차단했으나, Android 단말에서는 여전히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
• Facebook이 2016년부터 Facebook Research 앱으로 젊은 층의 단말 및 앱 이용 내역을 수집한

것으로 볼 때 Snapchat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앱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해 Instagram을 포함한 Facebook 소유 서비스에 Stories와 AR 스티커 등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물론 Facebook의 경우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지인과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이용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슈가 이용자 감소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Source Facebook,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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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2020년 초까지 WhatsApp, Instagram, FB Messenger 채팅 기능
통합설

• Facebook이 2020년 초까지 WhatsApp, Instagram, Facebook Messenger의 채팅 기능을 통합
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2019년 1월 25일(미국시간) 보도
• 뉴욕 타임즈는 자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Facebook이 WhatsApp, Instagram, Facebook
Messenger의 채팅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며, 개별 앱은 독립 앱으로 운영을 하되 기본이 되는 기술
인프라는 통합해 개별 앱 이용자들이 서로 채팅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
• 서비스 통합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Mark Zuckerberg CEO가 개
별 앱 간에 채팅 시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즈는 전했음
• 뉴욕 타임즈는 Facebook이 3개 앱의 채팅 기능을 통합해 광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수익원이
되는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
• 한편, 2018년 중순 기준 WhatsApp, Instagram, FB Messenger의 월평균 액티브 유저 수는 각각
15억 명, 10억 명, 13억 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WhatsApp Status, Instagram Stories,
Messenger Day/Stories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각각 4억 5,000만 명, 4억 명, 3억 명(Facebook
Stories 포함)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Facebook이 개별 서비스의 Stories 기능을 연동한 것에 이
어 채팅 기능도 통합해 이용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고 이를 통해 개별 앱 이용자 수도 늘린다

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개별 서비스 월평균 액티브 유저 및 일일 평균 Stories 이용자 수
 WhatsApp(2018.05): 15억 명 / 4.5억 명
 Instagram(2018.09): 10억 명 / 4억 명
 FB Messenger(2018.07) 13억 명 / 3억 명(Facebook Stories 포함)

Source The New York Times, TechCrunch, TechCrunch2, Omni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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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청소년용으로 밈(Meme) 공유 앱 ‘LOL’ 개발 중

• Facebook이 청소년용으로 재미있는 동영상, 이미지, GIF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인 ‘LOL’
을 개발 중이라고 TechCrunch가 2019년 1월 18일(미국시간) 보도
• Facebook은 현재 소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LOL을 테스트 중에 있으며, LOL은 Facebook에서
가장 공유가 많았던 Meme(밈, 웃기는 사진, 동영상, GIF, 광고, 만화를 포함)을 제공하며, ‘For
You’, ‘Animals’, ‘Fails’, ‘Pranks’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제공
• 한편, Facebook은 2015년 10월 Instagram을 통해 GIF형 1초 동영상 촬영 앱인 Boomerang을
출시한 바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촬영하는 콘텐츠 보다 Facebook에서 이용자들이 공유가 많은
‘웃긴’ 콘텐츠를 LOL을 통해 제공해 청소년 이용자를 확대하고 LOL을 통해 재생산된 콘텐츠를 다
시 Facebook이나 Instagram으로 공유해 콘텐츠 공유와 이용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
단됨
• 다만, 현재 소셜 미디어 분야는 중국의 TikTok이 주도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국내에까지 미치고 있
는데(인싸 춤 등) 밈 콘텐츠 위주의 LOL이 개별 서비스로 자리잡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LOL의
경우 Facebook이나 Instagram의 개별 기능으로 좀 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Facebook ‘LOL’

출처: TechCrunch, 2019.01

Source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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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워싱턴 지역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Amazon Scout’ 테스트…
라스트 마일 배송 자동화도 본격화

• Amazon이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인 Amazon Scout를 테스트한다고 2019년 1월 23일(미국시간)
발표
• 테스트는 2019년 1월 23일부터 워싱턴 지역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실시가 되며, 총 6대의
Amazon Scout를 투입해 고객에게 택배를 배달하게 됨
• 해당 지역 Amazon 고객은 평상시와 같이 Amazon 앱이나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파트너
업체의 배달 담당자 또는 Amazon Scout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음
• Amazon Scout는 소형 쿨러 크기에 바퀴가 6개인 자율주행 로봇으로, 보행자나 반려 동물을 피해
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택배 배송지에 도착을 하면 고객을 인식해 덮개가 자동으로 열리는 형태. 서

비스 기간에는 Amazon 직원이 동행해 배달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됨
• 한편, 2018년 12월 Postamtes가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인 ‘Postmates Serve’를 공개하고, 2019
년 1월 4일에는 GM의 Cruise가 DoorDash와 협력해 자율주행차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며, 2019년 1월 17일에는 미국 Stop & Shop이 Robomart와 협력해
2019년 봄부터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신선식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자율주행 로
봇과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라스트 마일 배송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Amazon의 경우 2018년 1월 배달용 자율주행차 특허를 획득한 바 있는데, 특허에서와 같이 배달
용 자율주행 로봇을 고객의 거주지 근처에 상주시킨 후 배달용 택배가 근처에 오면 제품을 받아 고
객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Engadget의 언급처럼 Amazon Scout와 Amazon Key 서비스를 연계해 자율주행 로봇
이 차고에 택배를 두고 오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Amazon Scout

출처: Amazon, 2019.01

Source Amazon,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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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화물 운송에 Embark의 자율주행트럭 활용

• Amazon이 Embark가 개발한 자율주행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CNBC가 2019년 1월
30일(미국시간) 보도
• CNBC는 Amazon이 LA에서 플로리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륙횡단 고속도로인 I-10 Interstate
Highway에서 Embark의 자율주행트럭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Reddit 이용자가 포착한 자율주행트럭에는 Embark 로고와 함께 트레일러에는 Amazon Prime
로고가 표시되어 있음
• 한편, Amazon과 Embark는 협력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Embark의 경우 “현
재 우리는 I-10 고속도로를 통해 다수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지만, 협력 관계가 비밀이기 때문

에 정확한 회사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언급
• Embark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Belmont)에 설립된 업체로, NHTSA Level 2 수준
(2개 이상의 주행 보조 기능 지원)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최근 Amazon은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인 Amazon Scout를 테스트한다고 밝혔는데, 물류 운송에
있어서도 자율주행트럭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이며, 3~5년 내로 Amazon의 물류 운송, 분류, 라
스트 마일 배송 등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자동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Amazon 화물을 운송중인 Embark의 자율주행트럭

출처: CNBC, 2019.01

Source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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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NASA와 협력해 드론용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테스트 예정

• Amazon이 NASA와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과 협력해 드론용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18일(미국시간) 발표
• Amazon Prime Air의 Bob Roth와 그의 팀은 드론용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NASA와 SESAR와 함께 각기 다른 드론 운영 업체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운
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Amazon이 개발한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도 다수 드론 운행을 계획하고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방항공청과 같은 기관들이 비행 안전을 위해 드론을
트랙킹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2017년 6월 Alphabet의 Wing사가 드론용 항공교통관제 플랫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했다고 밝혔는데, Amazon도 다수 업체가 다수 드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이들
드론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사람이나 빌딩에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 항공교통관
리 시스템을 테스트하려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미국 FAA는 사람이 많은 지역과 밤에 드론 운행을 허용하는 신규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드론
용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드론의 소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가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Amazon의 드론용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구조

출처: Amazon, 2019.01

Source Amazon Via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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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F 완전 풀스크린으로 출시?..관련 티저 동영상 유출

• 삼성전자가 티저 동영상을 통해 완전 풀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다고 Android Authority
가 2019년 2월 1일(미국시간) 보도
• 해당 동영상은 Slashleaks가 공개한 것으로 2019년 2월 실시 예정인 Galaxy S10 Unpacked 이
벤트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임
• 티저 동영상에는 완전 풀스크린을 적용한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창문형 디스플레이, 가상 피팅룸
을 지원하는 스마트 거울, 베젤이 없는 완전 풀스크린 태블릿PC, 해당 태블릿PC에서 실시간으로
문신 작업을 하면 이를 그대로 따라서 작업하는 로봇팔, 뱃속 아기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
트폰 부착형 초음파 스캐너, 다수 유저가 대형 증강현실 캐릭터를 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손동

작 지원 증강현실 게임 등을 공개
삼성전자의 티저 동영상에서 공개된 혁신 기술들

출처: Slashleaks, YouTube 동영상 캡처,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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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삼성전자가 출시 예정인 갤럭시 F의 실물 이미지인지 아니면 단순
컨셉 단말 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F가 동영상 속의 단말과 같은 디자인
으로 출시가 된다면 큰 반응을 일으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폴더블 스마트
폰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티저 동영상 속 기술의 경우 짧게는 올해 말 길게는 3~5년 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갤럭시 F가 동영상 속 단말과 유사한 형태로 출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에는 영상 속 폴더블 스마트폰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단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내년 출시되는 스마트폰도 하단 베젤까지 줄이면서 완전 풀스크린 형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2월 1일 삼성전자가 출시 예정인 갤럭시 S10 모델의 실물 이미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갤럭시 S10과 S10+ 모델의 경우 측면 베젤을 거의 제거하고 상하단 베젤을 축소하기는 했으나, 하
단 베젤의 경우 아직 폭이 넓은 상태로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갤럭시 S10e 단말의
경우에도 가장 완전 풀스크린 스마트폰에 가까운 단말 느낌을 주지만 하단 베젤의 폭을 다른 베젤

두께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 물론, 실물 이미지를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공개된 이미지만으로는 아주 큰 반응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스마트
폰용으로 더 이상 큰 반향을 일으키는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추가 기능이 교체 수요를
크게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S10+ 추정 모델

출처: Android Police, 2019.02

28

동향브리핑

삼성전자 갤럭시 S10e 추정 모델

출처: Android Police, 2019.02

Source Android Authority, Androi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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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 개발 업체 Corephotonics 인수 합의

•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의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 기술 개발 업체인 Corephotonics를 인수하기로 했
다고 이스라엘의 Globes의 보도를 인용해 SamMobile이 2019년 1월 28일(미국시간) 보도
• Globes는 삼성전자가 3주 전에 Corephotonics를 1억 5,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음
• Corephotonics는 201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업체로, 스마트폰용 듀얼 카메라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중국 Oppo가 공개한 광학 5배줌 카메라에 Corephotonics의 기술이 적
용되었으며, 2018년 12월 개발설이 제기된 Oppo의 10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도 공동 개발한 것
으로 알려졌음

• Corephotonics 카메라 기술의 핵심은 프리즘을 활용해 빛을 굴절시켜 이미지 센서로 보내기 때문
에 좀 더 얇으면서 성능이 높은 카메라를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음. Corephotonics의 기술을 활
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최대 25배 줌까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
• 한 편 , 삼 성 전 자 는 2017 년 1 월 Corephotonics 에 투 자 를 실 시 한 것 으 로 알 려 졌 는 데 ,
Corephotonics 인수를 통해 자사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Oppo를 포함한 타 스
마트폰 제조사를 견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Corephotonics의 경우 iPhone 7 Plus, 8 Plus, iPhone X의 듀얼 카메라 시스템과 관련해 Apple
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음
Oppo ‘광학 5배줌 카메라 시스템’

출처: The Verge, 2017.02

Source SamMobile, PhoneArena, Gl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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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Huawei, MWC 2019에서 폴더블 스마트폰과 5G 스마트폰 공개 예정

• Huawei 가 MWC 2019(2019.02.25~28) 에 서 폴 더 블 스 마 트 폰 을 공 개 할 예 정 이 라 고
TechCrunch가 2019년 2월 1일(미국시간) 보도
• TechCrunch는 Huawei가 2019년 2월 24일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며, 폴더블 스마트
폰의 이미지가 포함된 초대장을 보냈다고 밝혔음
• 해당 초대장에는 아웃 폴딩 방식으로 접히는 단말을 ‘V’자형으로 구부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
• 일단, 초대장 이미지로만 봤을 때 Huawei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크기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아웃
폴딩 방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접히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펼치면 대형 태블릿PC 크
기로 전환되는 단말일 것으로 추정됨

• 한편, Huawei는 MWC 2019에서 5G 스마트폰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5G 스마트폰
과 폴더블 스마트폰을 함께 공개해 시장 선점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Huawei는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가장 위협하는 제조사로 성장했는데,
Huawei가 평상 시에는 6인치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면서 펼치면 대형 태블릿PC로 전환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가에 판매한다면 아직 단말 개발 단계인 Xiaomi가 아니라 Huawei가 폴
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물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인폴딩 방식의 단말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단말이
고 완성도도 Huawei나 Xiaomi와 같은 단말 보다 높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접
히는 것과 상관없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말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
Huawei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초대장

출처: Huawei Mobile 트위터 계정, 2019.02

Source TechCrunch, Huawei Mobile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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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Xiaomi, 좌우측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상대적으로 저가로 판
매 시 경쟁력 있을 듯

• Xiaomi가 좌우측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다고 Android Police가 2019년 1월 23일
(미국시간) 보도
• Android Police는 Xiaomi의 Lin Bin 공동설립자가 웨이보를 통해 좌우측이 아웃폴딩 방식으로 접
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사용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음
• 한편, 2019년 1월 4일 Xiaomi의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공개된 바 있는데,
Xiaomi가 실제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며, Xiaomi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2번 접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웃 폴딩 방식을 채택해 스마트폰으로의 사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사용 시 모두 최적의 스크린 크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개 동영상을 보면 접히는 부분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 완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Xiaomi가 무서운 것은 폴더블 스마트폰도 저가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폴더
블 스마트폰도 700~900달러대로 판매를 한다면 해당 시장을 Xiaomi가 선점할 수도 있을 것
Xiaomi의 폴더블 스마트폰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가
조금 구부러져 있는 상태

출처: Ishan Agarwal 트위터 계정, 2019.01

• 한편, 같은 날 Meizu가 볼륨 버튼이나 충전 단자가 없는 단말을 공개(슬라이드 방식 카메라 노출은
아님)하고, Vivo도 물리적인 버튼이 없는 Vivo Apex 2019 단말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중국 스마

트폰 시장이 감소하고 자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규
기능이나 디자인을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술 완성도는 국내 제조사들 보다는 낮다
고 해도 신기술 적용 속도는 국내 제조사들 보다 빨라진 것으로 판단됨
Source Androi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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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Xiaomi, Visionox와 협력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

• 중국 Visionox가 Xiaomi와 협력해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라고 GizChina가 2019년 1월
30일 보도
• 2019년 1월 24일 Xiaomi의 Lin Bin 공동설립자가 웨이보를 통해 좌우측이 접히는 듀얼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는데, 해당 단말에 사용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Visionox가 개발한 것으로 보임
• Visionox 측은 Xiaomi와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해 왔으며, 듀얼 폴더블 디자인은 스마트폰
산업 내 혁신이라고 밝혔음
• 한편, Visionox는 2001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OLED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로, 사이트에서는 좀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력은

Royole사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Xiaomi와 함께 개발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는 시간
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 제작이 가능한 OLED 디스플레이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제조사들이 국내 제조사들을 바로 쫓아오고 가격 파괴를 통해 시
장을 선점해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국내 제조사들의 경우 폴더블용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베젤이 없으면서 좀 더 얇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한 패널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중국 제조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중국 제조사들의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속도가 글로벌 제조사들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폴
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초기이기는 하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차이
를 좀 더 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Visionox 사이트의 폴더블 스마트폰 컨셉 이미지

Source GizChina, Visionox

출처: Visionox, 2019.01

33

동향브리핑

LG전자, MWC 2019에서 제스쳐 컨트롤 기능 공개 전망

• LG전자가 MWC 2019(2019.02.25~28)에서 제스쳐 컨트롤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9to5Google이 2019년 1월 23일(미국시간) 보도
• LG전자는 MWC 2019에서 전략 스마트폰 공개와 관련한 초대장을 발송했으며, 티저 동영상을 공
개했는데, 해당 티저 동영상에는 손동작과 함께 ‘Goodbye Touch’와 ’24일은 비워두라’는 메시지
를 함께 전달했음
• LG전자는 손동작과 함께 제시한 ‘Goodbye Touch’ 메시지는 전략 스마트폰에 화면을 터치하지 않
고도 조작할 수 있는 신규 UI를 탑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음
• 한편, LG전자가 신규 스마트폰에 손동작 인식 기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

이 있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면 단말 매력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LG전자의 손동작 인식 기술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으나, 후면 카메라로
도 손동작을 트랙킹해 증강현실 화면 상에서 카메라로 스캔한 스마트홈 단말을 손동작으로 제어를
하거나 증강현실 객체를 잡아서 위치를 옮기거나 건드려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
을 수도 있을 것
• 특히 향후 증강현실 안경 시대에는 AI 비서와 함께 손동작 인식 기술이 핵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기에는 활용도가 낮더라도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LG전자 신규 스마트폰 공개 행사 티저 동영상 이미지

출처: LG전자, 2019.01

Source LG전자 Via 9to5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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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Xiaomi, 배틀 로얄 장르의 모바일 게임인 ‘Survival Game’ 출시

• Xiaomi가 PUBS와 Fortnite과 같은 배틀 로얄 장르의 모바일 게임인 ‘Survival Game’을 출시했다
고 GizChina가 1월 21일 보도
• GizChina는 Survival Game은 Xiaom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대규모
3D 슈팅 게임으로 인도 이용자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게임 컨셉은 PUBG와 Fortnite와 동일하지만 우주선과 같은 전장이 추가되고 게임 머니를 활용해
캐릭터도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
• 한편, Xiaomi가 서비스 매출 확대와 자사 단말 판매 확대 차원에서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
는 PUBG와 Fortnite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배틀 로얄 형식의 게임이 인기가

있다고 해도 이미 PUBG와 Fortnite와 같은 인기가 높은 게임이 2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인
기를 모으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Xiaomi의 경우 신규 게임 출시 외에도 최근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 시장 전용
부서를 신설하고 프랑스 파리에 Mi Store를 오픈하는 등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Survival Game

출처: Moddroid, 2019.01

Source GizChina, Mod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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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Xiaomi, 자사 첫 번째 Android Go 탑재 단말 Redmi Go 공개…유럽서
선출시

• Xiaomi가 자사의 첫 번째 Android Go 탑재 단말인 Redmi Go를 공개했다고 Android Police가
2019년 1월 29일(미국시간) 보도
• Redmi Go는 Android 8.1 Oreo Go 버전을 탑재하고, 5인치 HD 디스플레이(해상도 720p)에 퀄
컴의 1.4GHz 쿼드코어 스냅드래곤 425 칩을 내장
• 8MP 후면 카메라와 5MP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은 3000mAh 정도
• 유럽에서 선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90달러 정도
• Xiaomi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저가 단말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Redmi Go 단말을 유
럽에서 먼저 출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과 인도로 출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Xiaomi의 Redmi Go

출처: Android Police, 2019.01

• 한편, 삼성전자도 2019년 1월 28일 인도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타켓으로 ‘V’자형 소형 노치를
탑재한 중가 단말인 Galaxy M10과 M20를 공개했는데, 삼성전자도 자사 Android Go 탑재 단말
의 스펙을 좀 더 향상시키고,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들의 공세에 대응을 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Source Androi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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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Oppo, 유럽 시장 확장에 속도…기존 4개 국가 이어 영국, 터키, 폴란드
에도 정식 진출

• 중국 Oppo가 영국, 터키, 폴란드에 정식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고 GizChina가 2019년 2월 1일
보도
• Oppo는 2018년 6월 프랑스에 정식 진출한 후 2018년 12월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로
도 시장을 확장했는데, 이어 영국, 터키, 폴란드 지역으로도 진출한다고 밝힌 것
• Oppo는 신규 시장 진출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컨퍼런스를 통해 Find X 단말을 포함한 플래그쉽
단말을 출시하고 SuperVOOC Super Flash 충전 기술도 공개했다고 GizChina는 전했음
• 한편, Oppo는 2019년 1월 31일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 헤드폰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밝혔으며, 이
전에는 스마트TV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 시장 확장과 함께 스마트폰 판매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품 카테고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중국 Honor와 Huawei 역시 각각 2019년 4월과 2019년 하반기에 스마트 TV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Oppo Find X

출처: Oppo 사이트, 2019.02

Source Giz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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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Vivo, 팝업형 카메라 지원 Vivo Apex 2019 모델 공개 예정

• 중국 Vivo가 2019년 1월 24일 팝업형 카메라를 지원하는 Vivo Apex 2019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
라고 Android Authority가 2019년 1월 22일(미국시간) 보도
• Vivo는 TikTok을 통해 Vivo Apex 2019의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공개된 이미지로 볼 때 Vivo
Apex 2019는 전체 테두리에 엣지 스크린을 적용하고 물리적인 버튼이 없는 형태
• 단말 컨셉 이미지 유출 전문인 Ben Geskin이 공개한 이미지에는 하단 베젤이 일부 남아 있는 형태
• 한편, 2019년 1월 11일 Vivo가 개발 중인 신규 스마트폰 디자인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 Vivo
Apex 2019 단말 이미지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물리적인 버튼 없이 거의 완전 풀스크린에 가까운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하단 베젤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전면 카메라를 통한 셀카 촬영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시대기 때문에 팝업형 카메라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전면에 카메라가 탑재되는 단말 보
다는 이용 편리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Vivo Apex 2019와 같은 단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른 제조사들보다 완전 풀스크린 적용이 좀 더 빨라야 할 것
Vivo Apex 2019 추정 이미지

출처: Ben Geskin 트위터 계정, 2019.01

• 한편, 중국 Meizu도 2019년 1월 24일 슬라이드 방식으로 카메라를 노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Holeless Phone’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팝업형 카메라나 슬라이드 방식으로 카메라를 노

출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완전 풀스크린 적용 없이는 ‘완전 풀스크린 단말도 아니면서 불필요하게
카메라를 팝업형이나 패널 후면에 탑재한 단말’로 인식되면서 카메라 홀이 있는 완전 풀스크린에
가까운 단말에 비해 높은 반응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Source Android Authority, Ben Geskin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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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연합 Bluetooth SIG, 단말 방향과 위치까지 확인 가능한
Bluetooth 5.1 버전 발표

• 블루투스 연합인 Bluetooth SIG이 단말 방향과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한 Bluetooth 5.1 버전을 발
표했다고 VentureBeat이 2019년 1월 29일(미국시간) 보도
• Bluetooth 5.1은 금일부터 개발자들에게 제공이 되며, 업체들은 Bluetooth 5.1을 활용해 블루투
스 지원 단말에 신규 “방향 확인(direction finding)”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음. Bluetooth 5.1 지원
단말의 경우 위치를 센티미터 수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
• 따라서, 근처에 Bluetooth 5.1 지원 단말이 있고, 인식 거리 내에 있으면, 알람을 통해 정확한 단말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특정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

• 한편, 최근 Apple이 스마트홈 단말 제어를 위한 인-홈 위치 인식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데,
Bluetooth 5.1 탑재 단말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위치에서 사
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단말을 학습한 후 시간대별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스마트홈 단말을 자동으
로 제어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 아울러, 향후 모바일 AR에서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홈 제어 기능 제공 시 개별 단말의 정확한 위치
를 확인해 이용자가 증강현실 화면 상에서 특정 단말을 정확하게 선택해 제어하도록 지원하거나,
손동작으로 총을 쏘는 동작을 통해 단말의 기본 기능(on/off. 다이얼 제어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Bluetooth 5.1 활용한 Item 및 Asset 트랙킹 예시 이미지

출처: Bluetooth SIG, 2019.01

Source VentureBeat, Bluetooth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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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자사 앱에 대중교통 티켓팅 서비스 추가

• Uber가 자사 앱에 대중교통 연계 옵션을 추가했다고 Engadget이 2019년 1월 31일(미국시간) 보
도
• Uber는 미국 콜로라두조 덴버의 RTD(Regional Transportation District)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이용자들은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검색을 하면 근처 이용 가능한 정류장과 버스 및 열
차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만간 디지털 티켓 구매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
• 현재 Google Maps와 Apple Maps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티켓 구매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버스와 열차 도착 시간은 대중교통 및 길 안내 앱인 Moovit을 활용해 제공

• 한편, Uber는 2018년 4월 앱에 차량 렌탈과 대중교통 티켓팅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는데, 자
사 앱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합하고 티켓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Uber의 다수 서비스와 대
중교통을 연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유사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차량 호출 서비스, 전기
스쿠터 및 자전거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를 모두 통합한 후 월구독형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통 수단을 선택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

Uber RTD 서비스

출처: Uber, 2019.01

Source Uber,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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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자율주행 스쿠터 및 자전거 개발 추진…관련 부서 신설하고 인력
모집

• Uber가 자율주행 스쿠터 및 자전거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TechCrunch가 1월 20일(미국시간) 보
도
• 3D Robotics의 Chris Anderson CEO는 Uber가 지난 주에 개최된 DIY Robotics 이벤트에서 자
율주행 기술을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음
• Uber는 이를 위해 Jump Group 내에 Micromobility Robotics 부서를 신설하고 현재 관련 인력을
모집 중이라고 TechCrunch는 밝혔음

• 전기 스쿠터와 자전거에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한다면 고객이 있는 위치로 스쿠터나 자전거를 보낼
수 있고, 이용을 완료한 다음에는 전기 스쿠터와 자전거가 스스로 특정 위치로 돌아와 충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서비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Uber가 이 차원에서 자율주행 스쿠터와
자전거 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Uber가 자율주행 스쿠터와 자전거를 배달 서비스에 활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스쿠터와 자전
거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 택배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Uber Micromobility Robotics 인력 모집 관련 내용

출처: Chris Anderson 트위터 계정, 2019.01

Source TechCrunch, Chris Anderson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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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Icon 설명

유선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PC/노트북

TV

콘솔게임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피트니스/웨어러블

OTT 동글

Apple

Google

MS

충전 기술/배터리

칩

터치

동작인식

안면/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생체인증

+

+

AR

VR

네트워크

WiFi

AI/맥락인식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IoT/IoT 단말

3D 프린트

스마트카

로봇

스마트 헬스

온라인 교육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음악 서비스

쇼핑

LBS

광고

모바일 결제/핀테크

클라우드

공유 경제

LED

친환경

온디맨드/배달/배송

모바일IM/개인방송

All Icons designed by designers at 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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