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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폰 ‘천元’대 뚫렸다

안랩 V3 모바일 시큐리티, 누적 다운로드 1천만 건 돌파

최근 999위안짜리 5G폰이 출시돼 그 

동안 유지되어오던 천위안 대 가격을 뚫

은 가운데, 5G 요금도 잇달아 내리지 않

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중

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전했다. 

지난해 이맘때만해도 5000위안 이상을 

호가하던 5G폰 가격은 불과 1년만에 ‘천’

단위를 깨고 ‘백’ 단위로 내렸다. 최근 출시

된 REALME V3의 가격은 999위안(17만 4

천 원), 최초의 ‘백’위안대 5G폰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전반 산업이 일정 

발전단계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저렴한 

5G칩이 공급되고 이로 인해 저가의 5G

폰이 출현하는 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라

고 말했다. 

중국정보통신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8

월 중국의 5G폰 출하량은 1617만대로 같

은 기간 휴대폰 출하량의 60.1%를 차지했

다. 또, 신규 출시된 휴대폰은 22종으로, 

전체 신규 기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9%에 달했다. 리서치기관인 Canalys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5G폰 2억 7800만대가 

출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5G폰 가격 하락과 더불어 

패키지 요금 하락을 기대하고 있으나 3

대 통신사들의 월정액은 꿈쩍도 않고 있

다. 차이나모바일의 5G패키지 요금은 월 

128위안,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의 패키지 요금은 월 129위안으로, 3대 

통신사 요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패키지요금의 공식 인하

에는 나서지 않고 있으나 고객과의 1대

1 통화를 통해 ‘5G패키지요금 할인 이벤

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올 7월 기준 차이나모바일의 5G

패키지 사용자는 8405만명, 차이나텔레

콤은 4927만명의 사용자들을 보유 중이

다. 차이나유니콤은 사용자수를 공개하

지 않고 있으나 차이나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안 랩(대표 

강석균, www.

ahnlab.com )

의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용 무료 보안 

솔루션 ‘V3 모

바일 시큐리

티(AhnLab V3 Mobile Security, 보충자

료 참고)’가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돌파했다. 안랩 자체 추산 4월 29일 기준 

1000만 건 돌파했으며, 구글 플레이에는 

8월부로 반영된 수치다

2016년 1월 출시한 ‘V3 모바일 시큐리

티’는 AV-TEST의 모바일 보안제품 평가

에 매회 참가해 글로벌 최상위권 성적으

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46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글로벌 테스트로 검증받

은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력에 설치된 앱

의 권한을 확인해주는 ‘개인정보보호도

우미’,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클리

너’ 기능 등 다양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안랩 제품기획팀 김창희 팀장은 “글로

벌 수준의 악성코드 진단 성능과 다양

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편의 기능이 사

용자들의 호평을 얻어 1천만 다운로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

는 연구개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

트폰 생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V3 모바일 시큐리티’는 강력한 악성

코드 탐지성능에 다양한 사생활 보호 기

능을 더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백신

이다. AV-TEST 등 글로벌 인증 기관의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으로 인증을 획

득한 엔진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진단 기

능 등으로 강력한 악성코드 탐지 기능

을 제공한다.

또, ▲사적인 사진을 숨기는 기능(갤러

리 숨김) ▲특정 앱 잠그기(앱 잠금) ▲현

재 내 스마트폰의 앱이 어떤 정보/권한

에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기능(개인정보

보호도우미) ▲앱 데이터 및 다운로드 파

일 중 불필요 데이터 삭제(클리너) 등 개

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

능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을 정

리해 메모리 점유를 줄여 사용 속도를 올

려주는 ‘프로세스 및 메모리 최적화(부

스터)기능’ 등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필요

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V3 모바일 시큐리티(AhnLab V3 

Mobile Security’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中 틱톡 매각 대신 
오라클과 기술협력 

중국 동영상 앱인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 매

각 대신 미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할 것으로 알려

졌다. 15일 중국 CCTV측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

체인 오라클(Oracle)이 틱톡과 기술 제휴를 해 미

국 국가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했다. 하루 전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틱톡이 오라클을 

기술 제휴 파트너로 지목한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

힌 바 있다. 

만약 오라클과의 기술제휴 방안이 받아들여진다

면 현재 애플이 중국에서의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과 같다. 애플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구이저우(贵州)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방

안을 이용하고 있다. 틱톡의 경우 역시 향후 캘리포

니아주의 오라클 본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

다. 이렇게 된다면 틱톡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

고 핵심 기술을 미국 기업에 양도 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철수 기한은 9

월 15일에서 5일 연장된 20일이 된 상태다. 현재 틱

톡은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심의와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한 국가보안

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외신에서는 이번 틱톡의 제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틱톡은 미국 사업을 철수하지 않아도 되고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

어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도하고 있

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으로 알려졌다. 오

라클 공동 창업자 겸 의상 래리 엘리슨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이 있어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핵심기술 양도없이 美 사업 이어갈 전망
999元 저가폰 출시

‘AV-TEST’의 평가, 국내유일 46회 연속 인증 획득

글로벌 기술력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