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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2017년에 스마트폰은 3개 이상의 카메라가 표준이 될 것 

◈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진화는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나, 2016년에 다시 진

화의 싹이 일부 등장했는데 그 중 하나가 카메라임 

•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지금까지 후면과 전면에 1 개씩 탑재되어 있었지만, 2016 년에는 뒷

면에 2대의 카메라를 탑재한, 소위 ‘더블 렌즈’ 또는 ‘듀얼 카메라’라 부르는 기종이 잇따

라 출시되어 인기를 얻었음 

• 사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2014년 HTC와 화웨이(Huawei)가 선보인 듀얼 

카메라 모델은 하나의 카메라로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SLR 카메라처럼 배경을 흐리

게 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반면, 2016년 발매된 기종들은 2대의 카메라를 흐림 

효과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는

데, 가령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렌즈를 2개 탑재한 화

웨이의 ‘P9’ 모델은 하나의 카메라는 컬러 사진을, 다

른 하나는 흑백사진을 촬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2016 년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7 플러스’는 배율이 

다른 2 대의 카메라를 탑재하여 전환 촬영을 통해 2

배 줌의 망원 촬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줌 기능이 약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약점을 보완

하는 기능으로 주목 받았음 

◈ 2대의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향후 스마트폰 시장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카메라 수의 증가를 통해 제조업체의 독자성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 

• 카메라가 1대 밖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의 진화 방향성은 ‘얼

마나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는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얼마나 화소 수를 늘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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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TV 

[그림 1] 화웨이 P9의 듀얼 렌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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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와 어떻게 SLR 같은 고성능 카메라에 근접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았음 

• 화질이 명백한 향상을 보이는 도중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일정 이상의 화

질이 달성되고 나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되자 관심이 시들해졌음 

• 이후 많은 사람들은 사진의 품질 향상보다는 앱을 통해 사진이나 셀카를 재미있게 촬영하

는 것에 더 흥미를 갖고 되었음 

• 그러던 것이 카메라의 수가 1 대에서 2 대로 늘어나면서 흐림 효과 이외에 흑백 촬영이나 

망원 촬영 등 각 제조업체가 독자성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한계에 도달한 화질 

경쟁과는 다른 새로운 지평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 2017 년에는 특히 각 제조업체의 플래그쉽 모델 스마트폰에 3 개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하

는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메이커가 여러 대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어떤 

독자성을 내세울 것인가가 2017년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의 볼거리가 될 전망 

◈ 여러 대의 카메라 활용은 단지 사진 촬영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응용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센서로 활용하는 것임. 

• 그러한 사례는 이미 피처폰 시대에도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흔들어 플레이 하는 게임 중 

일부는 가속도 센서가 아닌 카메라를 이용하

여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음. 

• 2014 년에 출시된 아마존의 ‘Fire Phone’ 모델

은 전면에 배치된 4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얼굴 위치를 감지하여 독자적인 조

작을 하는 ‘동적 관점(Dynamic Perspective)’이

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 

• 현재 카메라를 센서로 활용한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구글의 ‘Tango(탱고)’인데, 이는 일반 카메라 외에 심도를 측정하는 카메라

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카메라 등 3대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공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

여 정밀한 AR(증강현실) 실현을 목표로 함 

• 2016년에 크게 히트한 ‘포켓몬 GO’를 통해 AR의 인기가 높아진 이래, AR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써 탱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탱고 지원 장치로는 레노버가 출시한 스마트폰 ‘Phab2 Pr’와 에이수스가 발표한 스마트폰 

<자료> NDTV 

[그림 2] 탱고 지원 에이수스 ZenFon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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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Fone AR’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제조사의 스마트폰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ITPro, 1. 20. & TechSpot,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