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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지는 투자상식

스마트폰 시장, 또 한번의 진화
- 듀얼카메라, 3D센싱,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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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다양한 신작의 출시와 새로운 기능의 탑재로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에 관심이 커
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노트8과 12일 공개 된 프리미엄 스마

트폰 아이폰X(텐)에는 ‘듀얼카메라’, ‘3D센싱’, ‘OLED 디스플레이’가 주요 스펙으로 등장하였습
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에는 12만 화소 광각렌즈와 망원렌즈로 구성된 듀얼카메라가 장착되
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에 처음으로 듀얼카메라가 탑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으며 향후 중가 모델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조사 업체 테크노시스템리서치는 듀얼
카메라 수요가 2016년 7,600만대에서 2020년 6억대로 침투율이 약 3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10주년 기념 스마트폰인 아이폰X에 아이폰으로는 처음으로 OLED디스플레이를 탑재
하였으며, 전면 상단에 탑재 된 적외선 카메라 ‘닷 프로젝터(Dot projector)’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에서 3만개의 점을 인지하는 안면인식 보안을 적용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탑재함으
로 인해 전면 하단에 있던 지문인식 홈버튼을 없애고 디스플레이 면적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
습니다. 3D안면인식 기술은 향후 AR, VR로 확대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2018년 폴더블폰 출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윰(Youm)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
로 소재 및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으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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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장, 또 한번의 변화 - 듀얼카메라, 3D센싱,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폴더블

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출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OLED 및 소재 업체
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중소형 폴더블 디스플
레이는 2019년 등장하고 2022년에는 12%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폴더
블폰은 화면을 접고 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화면이 필요하게 되어 OLED 디스플레이 수
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크노시스템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5.1% 성장했으나 2017
년 이후는 5% 미만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 등 신흥국에서 출하량의 증
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로, 기업들은 출하량
증가 보다는 고부가 스펙 탑재를 통한 판매단가 상승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 본 듀얼카메라, 3D센싱, OLED디스플레이 등은 바로 새로운 스마트폰의 표준 스펙
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폴더블폰 출시는 스마트폰 시장 내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카메라모듈, 3D센싱, OLED 디스플레이 부문과 특히 2018년부터는 폴더블
폰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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