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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6 업데이트, 한국에서 지역기반 서비스 대부분
미지원

IOS6 업데이트는 다음을 포함한 200가지 이상의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부 기능을 표시해 보았더니,
지역 기반 관련 기능을 대부분 이용할 수 없군요. 3GS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 나중에는 해 주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iTunes Store도 그대로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한국
시장이 작아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 애플이 생까는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법규가 병맛이라서 그런 건가요?
지도
Apple이 디자인한 벡터 기반 지도
성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턴 바이 턴(Turn-by-turn)
방식의 내비게이션(iPhone 5, iPhone 4S, 2세대 및
3세대 iPad Wi-Fi + 셀룰러)
실시간 교통 정보 미지원
실제 주요 도심 지역과 거의 흡사한 사진 및 대화식 3D
보기를 제공하는 Flyover(iPhone 5, iPhone 4S, 3세대
iPad 및 5세대 iPod touch) 미지원
Yelp 사진, 선호도, 리뷰 및 검색 가능한 항목이 포함된
지역 검색 결과 미지원

Siri가 통합되어 길을 묻거나 경로를 따라 장소를 찾을 수
있음 미지원
Siri 개선사항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미식축구 및 하키 경기의 점수,
선수 정보, 경기 일정, 출전 선수 및 리그 순위 확인 가능
영화: 예고편, 상영시간, 리뷰 및 정보 확인 가능 미지원
음식점: 예약, 리뷰, 사진 및 정보 제공 미지원
트윗 보내기
Facebook에 게시물 올리기
응용 프로그램 실행
지원되는 자동차의 경우 Eyes Free 사용 가능
Siri가 지원되는 국가의 경우 지역 검색 가능(출시
초기에는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 미지원
추가 국가 및 언어 지원: 캐나다(영어 및 캐나다
프랑스어), 중국(중국 표준어), 홍콩(광둥어),
이탈리아(이탈리아어), 한국(한국어), 멕시코(스페인어),
스페인(스페인어), 스위스(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대만(중국 표준어) 및 미국(스페인어)
iPhone 5, iPhone 4S, 3세대 iPad 및 5세대 iPod
touch에서 지원
Facebook 통합 ...
공유 사진 스트림 ...
Passbook ...
FaceTime 개선사항 ...
전화 개선사항 ...
Mail 개선사항 ...

Safari 개선사항 ...
App Store 및 iTunes Store 개선사항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컨텐츠 없음
스토어 디자인 업데이트 미지원
iTunes 미리보기 내역 미지원
나의 시즌 완성 미지원
나의 앨범 완성 미지원
Game Center 개선사항 ...
손쉬운 사용 개선사항 ...
버그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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