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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

폰매출점유율이 3년만에 10%대로떨어졌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업

체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최근지난

해 4분기세계스마트폰매출점유율현황을

발표했다

SA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4분기

매출 점유율은 172%로 2011년 4분기(19%)

이후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1위

애플은 대화면을 장착한 아이폰6의 인기에

힘입어자사분기최대 매출점유율을기록

했다 애플의 점유율은 삼성보다 2배 이상

높은 489%로 50%에 육박했다 지난해 4분

기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애플이쓸어담은것이다

삼성은 연간 점유율 기준으로도 1위 애플

(376%)에 뒤진 251%를 기록하며 2위에머

물렀다 2년 전인 2012년(294%) 보다도 못

미치는수준이다

삼성은 스마트폰시장에본격적으로뛰어

든 2010년 이후 줄곧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

며 2013년에는 341%를 기록 애플(342%)

을턱밑까지추격했으나다시 10%포인트넘

게밀리게됐다

LG전자는전년(41%)보다소폭상승한4

3%로 2년연속매출 3위에올랐다 지난해 5

월 출시한 G3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점유율을 5% 이상 기록한 것이 3위 수성의

토대가된것으로 보인다 4위와 5위는화웨

이(38%) 소니(37%)였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중국제조업체샤오미는 33%로 6위

에올랐다

화웨이와 샤오미를 비롯한 오포(OPPO)

비보(Vivo) 레노버 ZTE 쿨패드 TCL알

카텔 등 중국 업체 8개사의 점유율 합계는

16%로LG전자의 4배수준에달했다

한편 애플은지난해 4분기글로벌휴대전

화 시장에서 나온 이익 가운데 88%를 가져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과

비슷한스마트폰판매량(SA추산 7450만대)

를 올린 데다 매출액 점유율은 50%를 기록

하고도수익은대부분혼자 챙긴 것이다 이

는애플이삼성등다른경쟁사와는달리고

가 스마트폰인 아이폰만 만들기 때문인데

아이폰6 시리즈의판매효과가 4분기에그대

로반영되면서이익점유율또한급상승한것

으로풀이된다

반면 삼성의 4분기 이익점유율은 고작

8%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휴대전

화 시장에서 총 100원의 이익이 났다면 8원

만삼성몫이된셈이다 지난해박리다매전

략을내세워매출액이나판매량에서급성장

한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익점유율 10대 업

체 가운데 단 3곳(화웨이 샤오미 오포)만

이름을올렸다 연합뉴스

세계스마트폰절반은애플삼성점유율하락

스마트폰구매자들은단말기

의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4일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이내놓은 2014년모바

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요약본)에따르면실태

조사대상자 6000명가운데 72

4%가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단말기 외형

(디자인 및 단말기 크기외형)

이라고 답했다 단말기 가격은

524%가 중요하다고 답해 2위

에올랐고이동통신사가 518%

의근소한차로뒤따랐다

반면 아이폰 OS 안드로이

드 윈도우모바일 등 운영체제

(OS)는 214% 주변인 권유 또

는입소문은 135%로응답률이

저조했다

모바일인터넷 단말기 중 스

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

한 비율은 98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통한모바일인터

넷 이용자들의 일 평균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시간36분

이었다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의 924%는 가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동 중인 교통수단 안에서(86

7%) 길거리 공원등 실외장

소(705%)가 뒤따랐다 또 모

바일인터넷이용자의 10명중7

명(725%)이 가정 직장 등에

서 유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해

도 모바일인터넷 이용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

일인터넷 이용자의 656%는

유선인터넷보다 모바일인터넷

을이용하는비중이더많다고

응답했다

모바일인터넷이용목적으로

는 990%가뉴스 생활정보 기

타 정보검색 및 일반적인 웹서

핑 등과 같은 자료 및 정보 습

득을 꼽았다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케이션

을하는경우도 975%였다

임동률기자exian@

헬로색연필제작Raysoftco안드로이드 아이폰

헬로 색연필은 모바일 상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있는앱이다실제색연필을사용하는듯한사실적인

묘사와 다양한 스케치 기능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준다 기본기능은 무료이며 추가적인 색연필 색상

이나밑그림은인앱구매를통해이용할수있다

어린이동화책제작Euna안드로이드

어린이들에게좋은무료동화 300편을그림과함께제

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재생기능을 통해 책을 읽어

주는기능도있어잠자기전아이들에게안성맞춤이다

다음키즈짱제작Daum Kakao Corp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동요를 함께

따라부를수있는앱이다 디즈니뽀로로등인기콘텐

츠를제공하고있으며색칠놀이등다양한놀이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사용시간 제한 및 잠금을 통해 부모 안

심기능을제공한다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가족과즐거운연휴를보냈지만이제는일상으로

돌아갈시간오랜만에만난친척과떨어지기싫어하며아쉬워할아이들을

달래줄앱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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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예쁜 스마트폰이잘팔린다

인터넷진흥원실태조사

구매자 72% 외형중시

미국시장조사업체작년 4분기매출점유율현황발표

<489%> <172%>

LG전자가다음달 2일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세계최대모바일전시회 모바일월

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해외시장을대상으로한새로운보급형스마트폰라인업을

공개한다 이번에공개되는보급형스마트폰은 L시리즈(3G) F시리즈(LTE) 등기존의보급

형라인업을화면크기와사양에따라개편된것이다 LG전자제공

LG 내달스페인모바일전시회서새스마트폰공개

화면사이즈가커지고있는TV 스마트폰

과 달리 태블릿 PC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큰화면보다는휴대성을강조하

는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

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태블릿 PC의 평균

화면크기는82인치로집계됐다태블릿 PC

는 평균 화면 크기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

년 1분기 93인치에서 2분기 96인치로 10인

치에육박한뒤이후계속작아지면서 8인치

대까지내려왔다

반면 화소 밀집도(정세도)를 나타내는 평

균 ppi(pixel per inch)는 3분기 기준 201

ppi로나타났다 ppi는디스플레이패널 1인

치당화소(픽셀) 수를의미한다

201ppi는 22인치크기의모니터를 3840×

2160의UHD(초고해상도)로구현한것과같

은수준이다 작아진 화면크기와달리화질

은 더 세밀해지면서 콘텐츠 감상 환경은 진

일보한셈이다

패널업계관계자는 5인치대로커지는스

마트폰화면이작아지는노트북 PC 등과경

쟁하기위해휴대성을극단적으로강조하게

되면서태블릿 PC 화면크기가점점작아지

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실제 10인치대 아이패드로 태블릿 PC 시

장을개척한애플역시지난 2012년부터 7인

치대아이패드미니를내놓고있다

당초애플창업자인스티브잡스는삼성이

아이패드에비해크기가작은갤럭시탭을내

놓자 7인치제품은도착시이미사망해있

을것(DOA dead on arrival)이라고비판

했지만소비자의선택을막기는어려웠다

태블릿화면크기의감소는스마트폰이나

TV화면의대형화추세와는상반된다

디스플레이서치에따르면지난해세계시

장에서 팔린 LCD TV 중 40인치 이상의 비

중이 507%로집계돼사상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앞서 2013년 40인치이상비중이 418%에

불과했다는점을감안하면 1년새 9%포인트

가까이상승했다 연합뉴스

작아지는태블릿 PC 휴대성이대세

79인치크기의아이패드미니 84인치의갤럭시탭

작년 3분기 평균크기 82인치

2012년 이후소형화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