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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iOS 11 업데이트의 함의, PC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인 아이패드 

 아이폰 8 과 아이폰 X 의 출시와 동시에 운영체제도 iOS 11 로 업데이트되었는데, 사실 이

번 업데이트는 신형 아이폰 보다는 아이패드의 기능 확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 

 iOS 11 이 등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패드가 PC 를 넘어

서는 순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iOS 11과 함께 아이패드는 

상당한 진화를 하게 되었음 

 우선 주목해야 할 변화는 iOS의 기저에 

깔린 기본 사상을 바꾼 ‘파일(Files)’ 앱

의 등장인데, 이전 버전의 iOS 에서 파

일은 개별 앱에서 관리가 되었으며, 가

령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키

노트(Keynote)’ 앱으로 만든 파일은 키

노트 앱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었음 

 사진을 예외로 하면 iOS에서는 “파일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없었지만, 파일 앱의 등장으로 드

디어 파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윈도의 탐색기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었음 

 물론 지금도 ‘메모’ 앱에서 작성한 텍스트는 메모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등 파일 앱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님 

 그럼에도 파일 앱은 드롭박스(Dropbox)와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iCloud Drive)를 지원하고 있으

며, 아마 조만간 MS의 원드라이브(OneDrive) 또는 구글 드라이브도 지원할 것으로 보임 

 현재 서비스 간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 파일 복사만 가능하고 파일 이동은 할 수 없는 등 기능 

제약이 많지만, 조만간 PC처럼 파일 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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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kipedia 

[그림 1] 아이패드로 실행한 iOS 11의 ‘Files’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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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앱과 함께 iOS 11 에서 새롭게 눈길을 끄는 것은 맥과 같이 ‘독(Dock)’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이는 멀티태스킹 지원과 관련이 있음 

 iOS의 멀티태스킹이 PC와 다른 점은 동시에 2개의 앱을 열지 못한다는 것으로, 홈 화면에 앱

의 아이콘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앱을 실행시킨 다음 두번째 앱을 선택하는 것이 힘

들었으며, 이전까지는 두 개의 열린 창을 슬라이드 하여 앱을 전환하였음 

 iOS 11 에서는 맥과 같이 ‘독’ 인터페이스

가 나타나는데, 앱 아이콘을 독 밖으로 

드래그 하면 두 번째 앱이 실행되는 보

다 세련된 방식을 구현하고 있음 

 iOS 11의 독 인터페이스는 아직 사용성이 

완전하지는 않은데, 첫 번째 앱을 구동한 

상태에서 독이 표시될 때 두 번째로 열

고 싶은 앱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사파리와 메일 등 빈번히 사용하는 앱들

은 독에 미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을 멀티태스킹한다면 간단히 드래그 

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독에 표시되지 않는 앱을 사용하려면 하던 작업을 멈춰야 하며, 결국 

멀티태스킹을 편하게 사용하려면 우선 자주 사용하는 앱을 미리 독에 등록할 필요가 있음 

 한편, 화면 오른쪽에서 슬라이드를 하면 항상 ‘파일’ 앱을 멀티태스킹으로 호출할 수 있으며, 

실행 중인 앱을 나열하려면 독을 위로 밀어 올리거나 기존처럼 홈 버튼을 더블 탭 하면 ‘앱 스

페이스(App Space)’가 표시됨 

 앱 스페이스 화면에서는 싱크 태스크 앱과 멀티태스킹 중인 앱을 한번의 터치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전과 비교하면 편의성이 상당히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마우스를 쓰지 않는 아이패드에서 문자열 선택 후 복사 및 붙여넣기를 PC에서처럼 할 수 

있게 된 것도 iOS 11의 장점 중 하나임  

 아이패드의 인터페이스가 PC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으

로, 손가락 터치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것 등은 편리하지만 문자

열의 복사 및 붙여넣기 등의 작업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느낌을 주었음 

 iOS 11에서는 문자열을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

<자료> TechRepublic 

[그림 2] iOS 11의 Dock과 App Spaces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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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직 지원하는 앱은 많지 않지만, 멀

티 태스킹에서 2개의 앱을 띄워 두고 문

자와 사진을 한 앱에서 다른 앱으로 붙

여 넣을 수 있게 되었음 

 이 기능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지는 모

르겠지만 대다수 사용자가 마우스를 사

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으며, 실제 사용해 본 사람들은 대체로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라는 평

가를 하고 있음 

 ‘애플 펜슬(Apple Pencil)’의 기능 역시 iOS 11에서 더욱 진화를 하였으며, 스크린 키보드의 

입력 인터페이스도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애플 펜슬의 장점은 잠금화면 상태에서 ‘메모’ 앱을 호출하여 즉각 기록할 수 있는 ‘인스턴트 

메모’ 기능에서 잘 나타나는데, 실제 종이 노트를 찾아 메모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익숙해 

진다면 사람들의 메모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스크린 샷 위에 필기하는 것도 더 수월하게 되었는데, 스크린 샷을 찍으면 화면 왼쪽 하단에 

미리보기가 작게 표시되고, 미리보기를 누르면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됨 

 필기 기능은 현재 iOS 11이 윈도 운영체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윈도 10도 펜에 의한 필

기 입력 기능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쟁하면서 기능이 진화되어 나갈 것

으로 예상됨 

 iOS 11부터는 아이패드의 스크린 키보드도 상당히 진화했으며, 하드웨어 키보드보다 입력

이 더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지금까지는 아이패드에서 숫자를 입력할 때, 아이폰의 스크린 키보드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문

자 키보드에서 숫자 및 특수 문자 키보드로 전환해야 했음 

 iOS 11에서는 하나의 키에 두 개의 문자를 할당했는데, ‘W/2’를 예로 들면 보통 하듯이 누르면 

‘W’가 입력되지만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 ‘2’가 입력됨 

 이는 쉬프트(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하드웨어 키보드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고, 숫자를 입력할 때 보다 나은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음 

<자료> Mac Rumors 

[그림 3] 멀티태스킹에서 드래그 앤 드롭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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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화면이 넓은 12인치 아이패드에서는 숫자 키보드가 처음부터 표시되므로 슬라이드 입

력 방식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음 

 iOS 11 은 아이패드의 조작 인터페이스가 PC와 유사, 혹은 PC를 넘어설 단초를 제공했다

고 할 수 있으며, 향후 iOS와 맥OS의 통합도 점쳐지고 있음 

 윈도 10 이 터치를 지원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작업 환경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 

iOS는 터치 조작의 기술을 심화하여 점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가까운 미래에 PC와 태블릿의 기능은 상호 수렴할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같은 맥락

에서 iOS와 맥OS가 몇 년 후에는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애플은 맥

OS가 iOS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컴퓨터를 정말 잘 하는 사람이 마우스보다 키보드를 잘 다루는 것처럼 터치 인터페이스 보편

화 이후로는 점차 마우스가 컴퓨터 상급자용으로 한정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함 

 마우스도 상당히 편리한 인터페이스이지만 마우스가 아닌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것이 직관적으

로 알기 쉽기 때문인데, 드래그 앤 드롭이나 멀티 태스킹이 더욱 세련되어지면 PC와 마우스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iOS 11 은 아이패드가 PC 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진화의 끝에 있는 것은 PC 시대의 종말일 것이기 때문 

(TechRepublic, 10. 21. & Mac Rumors,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