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13 외 신제품 다수 공개 

 전반적인 개선 포인트는 미미, 가격은 전작과 동일 

 그럼에도 출하량 기대감은 높음 

 

핸드셋/전기전자 – 아이폰 13 언팩 

- Apple 은 신제품 언팩 행사를 통해 아이폰13, 아이패드 9 세대, 아이패드 미니 6 세대, 애플워치7 을 공개 

- 외형 폼펙터에서는 전작 디자인을 대부분 계승하였고 전면 노치 면적이 20% 가량 감소하여 화면 비율이 증가. 내부적으로는 

A15 칩 탑재로 컴퓨팅 속도 및 성능 향상, 그리고 전력 효율을 크게 높여 배터리 수명을 1.5 – 2.5 시간 개선 

- 카메라 기능 역시 강조. 아이폰12 Max Pro 에서만 적용되었던 Sensor-shift 를 아이폰13 에서 전 라인업으로 확대. 이 외에도 센

서 크기를 키워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개선, 동영상 촬영시 자동 초점 이동 기능의 시네마틱 모드 추가 등 

- 기대를 모았던 120Hz 고주사율은 아이폰13 Pro 와 Pro Max 에서 지원 

- 전반적으로 혁신이 부족했다는 평은 있으나 아이폰13 시리즈 출시가격은 전작인 아이폰12 와 동일하게 책정.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가격 인하, 중화권 업체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출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Apple 부품 수급에도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4 분기 세트 전반 부품 조달 이슈 완화 예상 

- 아이폰 13 올해 출하량은 7,500 만대로 출시 지연 영향을 조정한 아이폰 12 시리즈와 유사한 수준 예상. 전작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신사의 강력한 프로모션 예고와 중국 내 Huawei 잔여 물량 흡수 가능성 때문 

- Apple 관련 업체 중에서는 아이폰 내 높아지는 침투율, wearable 신제품 출시,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아이티엠반

도체 최선호 

 

아이폰13 시리즈 Spec ( 

아이폰13 Mini 아이폰13 아이폰13 Pro 아이폰13 Pro Max

AP Apple A15 Apple A15 Apple A15 Apple A15
DRAM(GB) 6 6 8 8
NAND(GB) 128/256/512 128/256/512 128/256/512 128/256/512
Display(ratio) 5.4"(85.1% ) 6.1"(86% ) 6.1"(86% ) 6.7"(87.4% )
Panel Type OLED OLED OLED OLED
Rear Camera(MP) 12 + 12 12 + 12 12 + 12+ 12 + ToF 12 + 12+ 12 + ToF
Front Camera(MP) 12 12 12 12
Announced `21.9 `21.9 `21.9 `21.9
Released `21.9 `21.9 `21.9 `21.9
Price(lowest basis, dollar) 699 799 999 1,099

Features 5G 5G 5G, Rear ToF, 120Hz 5G, Rear ToF, 1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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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