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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X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7년 4분기에 아이폰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으며, 애플워치 역시 4분기에만 약 800만 대를 출하하며 시중의 모든 웨

어러블 기기 가운데 역대 최대 분기 판매량을 기록하였음. 아이폰과 애플 워치가 성장을 지속한 

이유 중 하나로 건강 및 의료관리 기능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애플 워치의 데이터를 신경망으

로 분석하여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진단해 내려는 시도에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음 

*
 

I . 분기 최대 실적 낸 아이폰과 애플 워치, 성장 키워드는 ‘헬스’ 

 2017 년 4 분기에 애플은 아이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분기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음 

 최근 공개된 애플의 4분기 결산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의 판매대수는 7,731만 6,000대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포함된 4 분기에 아이폰의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런 결과는 아이폰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또한 새로 출시된 10

주년 기념 모델 „아이폰 X‟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 애플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아이폰의 시장 동향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상황을 낙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4분기 

애플의 매출액이 882억 9,300만 달러로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 

 IDC에 따르면 애플의 매출 실적 호조를 견인한 것은 9월과 11월에 출시된 아이폰 8과 아이

폰 8 플러스, 아이폰 X인데, 아이폰 X의 판매대수가 예상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던 것은 사

실이나 아이폰 X의 역할은 그 자체 보다 다른 라인업과의 관계에 있음 

 아이폰 X 의 가격은 999 달러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최고가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아이

폰의 평균 판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796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갖춰지면서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 모두에서 폭넓은 고객층에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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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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애플 2018년 1분기
주1)

 제품별 판매실적              (단위: 천 대, 백만 달러) 

제품 
2018 1Q 2017 1Q 전년 대비 성장률 

판매대수 매출액 판매대수 매출액 판매대수 매출액 

아이폰 77,316 61,576 78,290 54,378 -1% 13% 

아이패드 13,170 5,862 13,081 5,533 1% 6% 

맥 5,112 6,895 5,374 7,244 -5% -5% 

서비스  8,471  7,172  18% 

기타 제품
주2)

  5,489  4,024  36% 

합계  88,293  78,351  13% 

주1) 애플은 9월 말 회계연도 기업으로 10~12월 기간이 회계연도의 1분기가 됨 

주2) 기타 제품에는 애플 TV, 애플 워치, 비츠(Beats) 제품, 아이팟 터치, 애플 브랜드 및 써드파티의 액세서리가 포함 

<자료> Apple 

 애플의 4분기 판매 실적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애플 워치의 약진이며, 3세대 애플 워치

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웨어러블 기기 중 가장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애플은 2017 년 9 월에 3 세대 애플 워치인 „시리즈(Series) 3‟을 출시했으며, 애플이 애플 워

치만의 판매량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Canalys)

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애플 워치 출하대수는 800만 대로 추정됨 

 캐널리스의 추정이 맞다면 이 분기 출하대수는 애

플 워치 사상 역대 최고치이며, 애플뿐 아니라 모

든 웨어러블 기기 메이커의 분기 출하대수를 통틀

어서도 역대 최대치임 

 또한, 4분기 스위스의 시계 출하대수인 680만 대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한데, 애플 워치의 분기 판매량

이 스위스의 시계 판매량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임 

 시리즈 3 모델의 2017년 연간 출하대수는 약 900만 

대로 애플이 2017년에 출하한 모든 애플 워치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시리즈 3 은 애플 워치 

중 처음으로 휴대전화 통신 기능이 내장된 셀룰러 지원 모델을 제공한 것이 특징 

 캐널리스에 따르면 셀룰러 지원 모델이 전체 애플 워치 출하대수에서 차지한 비율은 13% 

수준이지만 그 성장 속도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셀룰러 지원 웨어러블 기기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함 

<자료> Apple 

[그림 1] 3세대 애플 워치 Ser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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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비즈니스의 관건은 아이폰과 애플 워치의 판매 실적을 계속 이어 나갈 동력을 확보하

는 것이며, 애플이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온 것은 건강·의료관리 기능의 강화임 

 애플의 건강·의료 기능 강화 전략은 이미 스티브 잡스 시절에 구상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생물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비밀 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팀의 목적은 

생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침습의 방식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의 개발이라고 함 

 2017년에 팀 쿡 CEO는 개발 중인 혈당 측정 장비를 자신의 팔에 장착하여 직접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 장비는 애플 워치와 함께 작동하는 포도

당 지속 측정기의 프로토타입이었음 

 팀 쿡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행한 강연에서도 이 

장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애플 워치의 시계 밴드에 

측정 기능을 넣을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한 바 있음 

 이 외에도 아이폰과 애플 워치를 건강·의료정보 관리의 핵심 단말기로 만들기 위해 의료 

분야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는 징후는 많은데, 가령 아이폰에는 피트니스 장비 및 건강관리 

앱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인 „HealthKit(헬스킷)‟이 있음 

 아이폰은 현재 건강관리 앱인 „Health(국내에서의 명칭은 건강)‟를 제공하고 있으며, „헬스킷‟

을 „Health 앱‟과 조합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아이폰 또는 애플 워치에서 확인하거

나 의사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음 

 헬스킷과 함께 애플이 개발한 건강·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기반은 2가지가 더 있으며, 하나

는 의학·의료 연구용 앱인 „ResearchKit(리서치킷)‟으로 이를 이용하면 아이폰 이용자의 활

동과 증상, 건강 상태를 측정·조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음 

 또 하나는 „CareKit(케어킷)‟으로 개인의 건강·증상·치료 데이터를 다루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건강관리 계획을 기록하고, 증상과 투약 치료를 관리할 수 있음 

 아이폰의 의료·건강관리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애플은 아이폰의 차기 OS인 ‘iOS 11.3’에서 

이용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였음 

 애플은 2018년 1월 공개한 iOS 11.3 베타에서 이미 제공 중이던 „Health앱‟을 업그레이드하

며 새롭게 „Health Records(건강 기록)‟라는 섹션을 추가하였음 

 이용자는 Health Records를 이용하여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 항목은 건강 상태, 치료, 검사 결과, 복약, 바이탈 사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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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 예방 접종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이 새로운 기능은 당분간 미국

의 아이폰 이용자에게만 제공

되고, 애플은 존스 홉킨스 메디

신(Johns Hopkins Medicine, 메

릴랜드주 볼티모어)과 시더스 사

이나이(Cedars-Sinai,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등 10 여 개 

의료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즉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지금까지 환자들은 각 의료기

관에 저장된 자신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 각각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조회하고 일일이 손으로 취합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애플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에게 보다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고

자 한 것임 

 이번에 개발된 „Health Records‟ 기능은 전자의료 기록을 전송하기 위한 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준수하고 있음 

 애플이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iOS 11.3 에서 도입되는 „Health Records‟ 기능은 

„케어킷‟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건강·의료 정보 강화 전략과 관련해 아이폰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애플 워치이며, 

애플 워치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의료기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애플 워치는 심장 박동이나 보행 수를 측정할 수 있고 매일의 운동량을 알려줄 수 있기 때

문에 건강 관리용 웨어러블로도 인기가 높음 

 현재 이 애플 워치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감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의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하게 된다면 웨어러블 기

기를 AI와 결합을 통해 의료기기로 바꿔놓는 셈이 됨 

<자료> Apple 

[그림 2] iOS 11.3에 추가된 „Health Records‟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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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모바일 헬스 데이터 스타트업인 „카디오그램(Cardiogram)‟과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

란시스코 캠퍼스(UCSF)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카디오그램은 애플 워치에서 측정한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강 관리용 앱을 제공하고 있

으며, UCSF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심장병을 예견하고 질병 발병을 예방하는 연구인 „Health 

eHeart Study‟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음 

 카디오그램과 UCSF는 애플 워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부정맥을 감지 할 수 있

음을 공동으로 증명한 바 있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당뇨병, 고혈압, 불면증 등의 질환도 감

지할 수 있다고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카디오그램은 건강 관련 데이터 분석 신경망인 ‘딥하트(DeepHeart)’를 개발했으며, 이 신경

망은 심방 세동을 97%의 정확도, 당뇨를 85%의 정확도로 판정해 냈다고 함 

 애플 워치에 탑재된 센서로 측정한 심장 박동이나 보행 수 등의 데이터를 딥하트 신경망에 

입력하면 딥하트는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 세동(Atrial Fibrillation)을 감지하는데, 임상 실험결과 

97%의 정확도로 심방 세동을 감지하였음 

 카디오그램은 부정맥에 이어 딥하트를 이용하여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감지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연구 결과는 논문 “DeepHeart: Semi-Supervised Sequence Learning for 

Cardiovascular Risk Prediction”을 통

해 공개되었음 

 논문에 따르면 이 연구에는 14,011명

의 피험자로부터 모은 2억 건의 애

플 워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동

시에 UCSF의 협력을 얻어 이 피험자

들을 대상으로 대학 병원에서 검사

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

였음 

 카디오그램은 애플 워치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딥

하트 알고리즘을 교육시켰으며, 그 

결과 딥하트가 85%의 정확도로 당

뇨병을 판정하였음 

<자료> Cardiogram 

[그림 3] 카디오그램의 심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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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면증은 83% 정확도로, 고혈압은 81%의 정확도로 판정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도 기

계학습을 통해 심박수와 이들 질병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딥하

트는 기존 연구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함 

 의료 분야는 AI와 궁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나 의료의 특성상 알고리즘 교육에 사용할 데

이터가 극히 적은 것이 문제였으며, 딥하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였음 

 의료 분야에서 AI 의 도입은 선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는 AI 의 스윗 스폿

(sweet spot)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의료 분야는 데이터 보호가 철저해 알고리즘 교육

에 사용할 데이터가 매우 적다는 고유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딥하트 연구에서도 카디오그램은 1만여 명의 피험자가 UCSF 병원에 문진 형태로 제공한 데

이터를 이용했는데, 즉 딥하트 연구에는 1 만 건이라는 적은 데이터로 질병을 감지해 내야 

하는 어려운 미션이 부여되었던 것임 

 구글 인셉션(Google Inception) 등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보통 100만 건 이상의 

교육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의료 분야에서는 얼마 안 되는 데이터로 알고리즘

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기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딥하트 개발에서는 “Semi-supervised Sequence Learning(준지도 순서 학습)”이라는 기술을 사

용했으며, 이는 네트워크를 “Sequence Autoencoder(시퀀스 오토인코더)”로 미리 교육하는 기

법임 

 [그림 4]에서 시퀀스 오토인코더는 “Recurrent 

Network(회귀망, 시간에 의존하는 처리)”로 구

성되는 네트워크에서 입력 시퀀스(왼쪽 절반)

를 읽어 들여 그 결과를 벡터량으로 매개변수

에 저장함 

 그 다음 학습된 매개변수에서 네트워크는 입력 시퀀스를 재현(오른쪽 절반)하는데, 구체적으

로 말의 늘어선 모양(W, X, Y, Z, eos)을 시퀀스 오토인코더에 입력하면 네트워크가 그 순서

를 학습하고 그에 따라 말의 순서를 출력하게 됨 

 이런 방식을 통해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여 적은 의료 데이터로도 딥하트를 교육할 수 있었

으며, 1만 건에 불과한 의료 데이터로 딥하트의 판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음 

 카디오그램은 애플 워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질병을 감지 할 수 있음을 증명한 데 

<자료> Andrew M. Dai et al. 

[그림 4] 준지도 순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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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 단계로 질병을 감지한 이용자에게 치료법의 제시를 계획하고 있음 

 심장은 신경 세포를 통해 많은 장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심장 박동이 당뇨

병이나 고혈압, 불면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학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심장 리듬의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HRV(Heart Rate Variability)는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령 사람은 차분히 있을 때는 심장 박동 수가 일정하지 않아 HRV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스

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 수가 증가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여 HRV가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음 

 이 때문에 HRV와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HRV와 당뇨병의 관계

는 “Diabetes, glucose, insulin, and heart rate variability: the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ARIC)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음 

 이 논문은 HRV의 감소와 초기 당뇨병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카디오

그램은 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딥하트 신경망을 개발한 것임 

 딥하트는 애플 워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정맥, 당뇨병, 고혈압, 불면증을 감지 

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향후에는 이를 감지한 이용자들에게 의료기관에서 입증된 해결책

을 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자료> Cardiogram 

[그림 5] 생리 상태에 따라 다른 심박 데이터 

 피트니스 수면 감정 의료 

 런닝 평안한 잠 러시아워 운전 심방 세동 

 하키 음주 후 수면 입사 면접 심방 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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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카디오그램의 앱이 병원의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단하고 대처 요법을 알려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임 

 애플 워치가 모든 웨어러블 기기 중 역대 최고의 분기별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AI 와 결합

을 통해 의료 기기로 역할이 강화된다면, 애플 워치의 판매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애플 워치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이긴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판매대수 

수준이 여전히 당초 기대치를 밑돈다는 지적도 있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센서의 정확도

가 높지 않아 애플 워치의 건강관리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애플 워치에 AI 를 결합하면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의료기

기로 변신시킬 수 있음이 입증됨에 따라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음 

 손목에 차고 다니는 애플 워치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 것은 당황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으나, 조기에 질병의 징후를 발견하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검

증된 치료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면 건강 모니터링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애플 워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지만, 애플 워치의 역할이 크게 

바뀌어 의료 기기로서 새 출발을 할 것 같은 흐름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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