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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 Apple, iPhone 공식 공개] 
 
애플 iPhone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애플은 1월 9일 San Francisco Moscone 
Center에서 있었던 Macworld Expo 행사에서 수많은 루머를 양산해 왔던 iPhone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GSM, EDGE Network를 이용한 휴대전화로 미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AT&T의 이통 자회사인 Cingular Wireless를 통해 정식 판매 될 
예정이며 애플 스토어와 싱귤러 매장, 싱귤러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iPhone은 순차적으로 미국 시장에 이어 올해 4분기에 유럽, 아시아 지역은 
2008년경에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iPhone은 미국 내 FCC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6월경부터 본격 판매가 될 예정이다. 
 
[Figure – iPhone을 소개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 CEO] 

 
Source: Reuter 
 
[Figure – iPhone 공개장에 모여든 수많은 Press와 관람객들] 

  
Source: Reuter / I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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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Current Topic: iPhone 출시 반응과 세부 스펙/기능 분석] 
 
1. 현지 언론과 시장에의 영향, 그리고 소비자 반응 
 
주요 언론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다. 국내 반응도 뜨겁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아이폰’ 이라는 단어는 4위에 랭크 되어 있다. Bloomberg는 
iPhone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형태의 기기로 출시됨에 따라 주요한 email Device 
maker인 블랙베리의 Research In Motion, 트레오(Treo) 제조업체 Palm의 점유율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iPhone이 출시된 시점에서 애플의 주가는 
8% 이상 폭증했고, 팜의 주가는 5.7% 하락, RIM은 7.9%나 하락했다. 반면에 
모토로라 등 일부 휴대 단말 벤더 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다소 
하락했을 뿐 iPhone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해외 유수 언론과 투자 분석 기관은 무려 2,000 여 개에 달하는 수많은 
기사와 의견을 쏟아 붇고 있으며, iPhone을 통한 영향과 향후 전망 의견을 내놓기 
바쁜 상황이다. 애플은 이번 iPhone 공개에 맞춰 애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애플은 이제 컴퓨터 이상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회사명에서 Computer라는 단어를 떼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월 말 8번째 
애플의 새로운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 에릭 슈미트 구글 CEO는 MS의 X-Box, Zune 
이상의 컨버전스 철학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며 iPhone이 진정한 Converged Device 
라며 한 수 거들었다. 
 
[Figure – Apple, inc로의 사명 변경을 예고하는 스티브 잡스 CEO] 

 
Source: Reuter 
 
공식적으로 애플이 밝힌 iPhone은 “The ultimate digital device” 로 명명하고 있다. 
CNN과 National Post 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 All-in-one 미디어 플레이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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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식 공개된 iPhone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기본적인 음성 통화 이외에도 1) iPod 기능에 충실한 뮤직플레이어, 2) 
Widescreen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Player, 3) Safari web browser를 이용한 Internet 
device을 통합한 휴대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Ultra-Compact handheld 
computer에 가까운 Device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상보다 더 매력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과연 애플답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파격적이라는 애플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iPhone’ 명칭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링크시스의 모회사 
‘시스코시스템즈’와 명칭 사용에 관한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스코가, 애플을 상표권 도용으로 11일 고소한것으로 나타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드러나 있다. 
 
[Figure – iPhone = iPod + Phone + Internet 임을 피력하는 스티브 잡스 CEO] 

 

 
Source: Re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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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인 iPhone의 스펙 
 
제품의 디자인적인 외형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Color 측면에선 
Silver 와 Grey, Black 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형태다. 두께는 11.6mm 로 최근의 
Ultra Slim Trend 를 반영하고 있다. 가격은, Cingular Wireless 와의 2 년 계약을 
기본으로 할 때, 8GB 모델이 599 달러, 4GB 모델이 499 달러로 책정되었다. 측면 
키 버튼은 없으며 상단의 이어폰잭, 하단의 iPod 연결기를 갖추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휴대폰이라기 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차세대 iPod 에 더욱 가까운 편이다. 2.0 메가픽셀의 
카메라나 Bluetooth 2.0, WiFi(802.11b/g 무선 LAN)등을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OS 에는 ‘Mac OS X’를 채용하고 있다. Mac OS X (맥 오에스 텐)은 
유닉스(Unix)에 기반한 운영체제로 유닉스 이외에도 아쿠아, 기존 MAC OS 9 등 
세가지 다른 운영체제가 결합한 운영체제이다. 메일 기능은 IMAP4 나 POP 에 
대응하고 있어, 기존의 메일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또한, iPhone의 구입자에게는 
Yahoo! Mail 의 IMAP4 메일 계정이 준비되어 BlackBerry 와 같이 IMAP 메일을 
푸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Google Map 을 탑재하고 있으며 Google Maps 는 
어플리케이션화 되어 있어 위성 사진과의 변환도 가능하다. 
 

Screen size 3.5 inches

Screen resolution 320 by 480 at 160 ppi

Input method Multi-touch

Operating system OS X

Storage 4GB or 8GB

GSM Quad-band (MHz: 850, 900, 1800, 1900)

Wireless data Wi-Fi (802.11b/g) + EDGE + Bluetooth 2.0

Camera 2.0 megapixels

Battery Up to 5 hours Talk / Video / Browsing

Up to 16 hours Audio playback

Dimensions 4.5 x 2.4 x 0.46 inches / 115 x 61 x 11.6mm

Weight 4.8 ounces / 135 grams

Technical Specifications

 
Source: apple.com 
 
단순하게 휴대전화 + iPod 기능의 융합을 벗어나 Web 브라우저, 푸쉬 메일 기능 
등을 채용한 스마트폰으로 등장한 것이 더욱 파격적이다. 기존 루머들은 제품의 
존재 자체를 예상했을 뿐 iPhone 이 이러한 강력한 스마트폰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애플스러운 Fak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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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 1] Menu 초기 화면, 2) 앨범 Jacket을 보면서 앨범을 표시하는 ‘Cover Flow’ 

Music Play 구동 화면, 3) 애플의 고유 웹 브라우저인 Safari Web Browser 탑재와 실제 

구동 화면] 

 
Source: apple.com 
 

[Figure – 1] 인터넷을 통한 email 확인 화면, 2) 주가, 날씨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위젯 

구동 화면, 3) 스타벅스 위치 정보를 시연한 구글 Map과의 연동 화면] 

 
Source: 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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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기술로 도배된 iPhone 
 
iPhone의 최대의 특징은, iPo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들을 최대한으로 
배려한 편리한 UI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멀티-
터치 기능이며, 이외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스티브 잡스의 설명처럼 
iPhone은 20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내장하고 있다. 중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Multi-Touch 기능 
우선, 채용된 디스플레이가 대형 터치스크린 3.5 인치(320×480 픽셀)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조작은 멀티터치라고 명명한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기존 
PDA 혹은 스마트폰에서 Stylus-Pen을 이용 포인트를 찍어 작업을 하던 기존 PDA 
기능을 과감히 날려 버렸다. 스티브 잡스는 '누가 스타일러스를 쓰죠?' 라고 
빈정대며 멀티터치 기능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 기술은 MacBook 시리즈로 
채용되고 있는 기술로, 오 동작을 줄인 손가락 멀티 터치 오퍼레이션이다. 멀티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은 두 포인트 이상을 인식하고 직접 명령으로 받아 들여 
동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는 키패드 및 조작 버튼이 
iPhone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이와 관련하여 iPod 기능 조작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iPod 콘트롤 기능 대신 터치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클릭 휠 보다 
직감적인 동작이 가능하며, 이 기능은 기존 iPod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으로 
iTunes 7으로 채용된 Cover Flow(화면을 터치하는 것으로써 앨범을 넘겨 골라내는 
것 같은 조작, 앞 페이지 그림 참조) 등을 이용하게 된다. 
 
[Figure – 혁신적인 UI임이 강조되는 멀티터치 기능과 기존 단말 버튼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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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uter 
 
2) Proximity Sensor 기술 
또한 Proximity Sensor 라고 불리는 기술은 전화 받을 때 귀나 얼굴 가까이 액정을 
가져가면 알아서 터치기능을 잠그는 기능과 스피커로부터의 영상 출력도 제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역시 민감한 터치스크린의 오 동작을 막는다. 이것은 
Nintendo 게임기에 적용돼 인기를 끌고 있는 Motion Sensor와 비슷한 원리다. 즉, 
iPhone이 소비자의 동작을 감지한다는 것으로 iPhone을 귀에 접근시키면 
자동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터치스크린 기능을 정지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사용을 
제한 하는 기능이다. 
 
3) Accelerometer 기능 
본체에는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 기능)를 탑재하고 있어, 단말이 세로 위치인지 
가로위치인지를 자동 검출해 자동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회전시키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Figure – Accelerometer 기능 소개] 

 
Source: Re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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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bient Light Sensor 기능 탑재 
또한 MacBook Pro로 사용되고 있는 Ambient Light Sensor 기능을 탑재해, 주위의 
밝음 정도에 따라 화면을 보기 쉽게 설정하는 기능도 포함되었다.  
 
5) 소프트터치 QWERTY 기능 
QWERTY 소프트웨어 키보드도 갖추고 있다. 소프트터치 QWERTY 키보드는 입력 
시 예측 변환과 더불어 자동 정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마트 폰이 
채용한 하드웨어타입의 키보드보다 사용시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Figure – 소프트터치 QWERTY 기능 소개] 

 
Source: Reuter 
 
6) 기존 번들형 이어셋 대신 블루투스 헤드셋 채용 
아울러 iPhone에서는 기본적인 액세서리 제품으로 블루투스 이어셋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Figure – iPhone의 블루투스 헤드셋 액세서리] 

 
Source: Re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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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iPhone을 둘러싼 향후 전망과 애플 전략 변화의 핵심] 
 
공개된 Specification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가장 부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바로 
Battery Life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음성통화 및 멀티미디어 비디오 플레이어 혹은 
웹 브라우징시 5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뮤직플레이어로서는 16 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휴대폰 이상을 기대하는 Portable 기기로서 
사용자들의 Lifestyle을 완전히 망각한 제품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출시 시점이 
다소 남아 있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애플의 대응책도 마련될 수 있겠지만, 대만 
ODM을 통한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애플 입장에서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터치스크린 액정이나 기본 디자인은 전통적으로 
미국 CDMA 시장에서 강호로 자리잡고 있기도 한 LG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프라다폰과 유사한 점이 나타나고 있고 프라다폰이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된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의 파격성이나 파괴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수 있을것이냐에 대한 
우려썩인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hone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 
긍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Figure – LG전자 프라마폰 디자인] 

 
Source: mobilewhack.com 
 

뮤직폰 시장에서 소니에릭슨의 워크맨뮤직폰 시리즈가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CFO, Peter Oppenheimer는 최근 휴대폰 시장에서 휴대폰이 iPod만큼 
좋은 디지털 음악기기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흐름은 변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이라고 밝혀 지난 7월 언급했던 “증가하는 일련의 음악 휴대폰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스티브 잡스 CEO는 
“오는 2008년까지 1,00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하는 것이 애플의 목적”이라고 
언급해 실제로 애플의 목표치는 Market Share 1%을 염두 해 두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대우증권 역시 iPhone이 고가 핸드셋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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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2007년 공급 규모는 약 1,200만~2,000만대 
수준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NPD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iPod은 현재 
미국 MP3 플레이어시장에서 79.6% 이상의 Market Share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7,000만대가 판매됐다.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애플이 목표로 하는 
1,000만대 목표는 상당한 수치임에 분명하며, iPhone은 향후 애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는 충분하지만, 대부분의 분석 
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Global Handset Market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 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세론이다. 그렇지만, High-end Market에서의 파괴력에 
있어서는 Vendor들에게도 충분히 긴장을 줄만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애플의 향후 전략의 변화도 깊이 있게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애플이 이제 컴퓨팅 기기의 범주에서 벗어나 디지털 컨버젼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애플이 이제 컴퓨터의 글자를 없애고 어떤 방향으로 
컨버젼스 기업이 될것이냐 라는게 초점이 되고 있다. 즉, 맥과 아이팟 + 아이폰 + 
아이티비, 그리고 그 후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IT를 
대표하는 컴퓨터 시대의 이단아인 애플의 전체적인 전략 목표는 음악, 영화, TV 등 
모든 소비자 게이트웨이 및 컨텐츠를 점령하는데 있고, iPhone과 iTV는 그러한 
차세대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이다. 
 
향후 iPhone의 출현은 미국시장을 포함하여 고기능, 고사양의 High-end 
Market에서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소니에릭슨, 
LG전자 등의 글로벌 휴대폰 벤더들의 해당 분야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뮤직폰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인 노키아, 소니에릭슨과 최근 울트라뮤직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섬성전자, Dubbed MotoMusic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MOTORIZR Z6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뮤직폰 라인업의 Drive를 걸고 있는 이들 
단말 벤더들과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까지 
애플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세계적인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다수의 애플 매니아가 포진하고 있으며 최초 출시 지역인 
미국 시장 시장의 경우 iPhone의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기본적인 전망은 iPhone이 스마트폰 시장에 특화 함으로서 
글로벌 휴대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스마트폰이 
급성장하고 있는 특정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RIM, Palm 등의 주가 하락과 관련된 주요 
투자기관들의 의견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JP모건의 경우 “애플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수호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으며, iPhone은 애플에게 
상당한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해 iPhone이 애플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roagroup_sr_2007_00_2_002                                      Convergence Device Report 

Copyright  ⓒ ROA Group Korea
business@researchonasia.com

www.researchonasia.com

11 / 11 

가지는 제품이 될 수 있으나, 제품의 특성이나 스펙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휴대폰 산업을 고려했을 때의 제한성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iPhone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2006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2.5%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Window Mobile OS 
핸드셋의 약 56% 차지하면서 떠오르는 스마트폰 벤더로 각광받고 있는 HTC의 
사례이다. 물론, 애플의 브랜드 파괴력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든 측면은 존재하지만, 
MS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Window Mobile OS 기반 스마트폰을 2005년 
700만 대 출하했고 2006년 잠정적으로 1,000만 대 판매(iPhone 목표 판매수치와 
동일)가 예상되고 있는 대만의 스마트폰 Vendor인 HTC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나 Mainstream Vendor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제한적 성장 
Case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