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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일자리 구인정보 문의: 경기일자리센터(1577-0019)화제의 기업 _ 더로드아이앤씨㈜

20년 이상의 교통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설립
된 교통분야 전문기업으로 연구개발과 시스템 설
계·구축 및 유지보수는 물론 ITS 사업 지원, 자문 등 
교통분야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
통시스템(C-ITS) 전문기업이 있어 화제다.

더로드아이앤씨㈜(대표이사 이호상)는 ‘고객 지향
(Customer Orientation)’과 ‘전문성(Expertise)’, ‘도
전과 열정(Challenge & Passion)’의 기업 신념 아래 
2017년 8월1일 설립됐다.

교통신호시스템을 비롯해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BIT), 전력설비 및 제어시스템(SCADA), 트램
(TRAM) 신호시스템,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소
프트웨어(Software) 개발, 교통설비·시스템 유지보
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보다 가치
있는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교통신호제어기는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을 비롯해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 인증(Inno-Biz),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중소
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벤처기업

부), 교통신호제어기 GS(Good Software) 인증, 교통
신호제어기 K-Mark 성능 인증서를 받았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기술인 IoT와 Big Data 등과 상호 연계·
융합돼 새로운 형태의 기술, 제품, 서비스 등으로 소
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로드아이앤씨㈜는 교차로의 혼잡도에 따
라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교통신호운영의 효
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검지기와 연동해 실시간 교

‘교통신호제어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사물인터넷떮빅 데이터 등 상호 연계·융합

버스정보 안내떮트램 신호 시스템도 개발

 이호상 대표 “최고의 기술력 미래 개척”

똑똑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새바람

삼성전자가 세계 각지에 자사 소식을 알리는 뉴스
룸을 잇달아 열며 해외 홍보 전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루마니아 
뉴스룸을 오픈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뉴스룸은 52
개 지역 40개 사이트로 확대됐다. 뉴스룸 사용 언어
는 총 19개다. 지난해 초만 해도 뉴스룸 운영 국가는 
36개 지역이었지만, 약 1년9개월 만에 16개 지역이 
늘었다. 루마니아 뉴스룸은 올해 다섯 번째로 문을 
연 동유럽 권역 뉴스룸이다.

TV, 가전 등 전자제품 주요 시장으로 성장한 루마
니아에 회사 소식과 지역 특화 활동을 현지어로 전
하며 소통하기 위해 구축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이달 14일에는 중동·유럽 주요 
시장인 튀르키예에 뉴스룸을 열었다. 또 7월에는 동
남아 총괄이 자리잡고 있는 싱가포르(7월7일), 중유
럽 핵심 국가인 오스트리아(7월27일)와 스위스(7월
28일)에도 뉴스룸을 오픈했다. 지난해에는 중동·북
아프리카 아랍어권 9개 지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에 뉴스룸이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온라인 영향력이 더 확대됨에 따라 지역과의 소통 
거점을 적극 늘리고 있다”며 “사업 중요도가 높고 

온라인 소통 비중이 늘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뉴스
룸을 오픈하며 권역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뉴스룸의 영향력도 커졌다. 지난해 지역 뉴스룸 
방문자 수는 2019년과 비교해 약 30% 증가했으며, 
전체 누적 방문자 수는 2억명을 넘어섰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0년 기업 블로그를 개설하
며 고객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글로벌 뉴스룸과 한국 뉴스룸을 처음 오픈했으며, 
2016년부터 미국, 독일, 베트남 등 국가별 뉴스룸 운
영을 시작했다.

세계화와 지역 특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컬
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통해 세계 각국 소비
자에게 맞춤형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
이다. 한수진기자

갤러리아백화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명존중
을 주제로 한 대체불가토큰(NFT) 작품을 전시한다
고 27일 밝혔다.

전시관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
컨블록 안에 대전 타임월드 전시공간을 모델로 식
물원 콘셉트로 구현했다.

전시관에서는 ‘모두에게 단 하나뿐인 생명의 소
중함’이라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작품 5종을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갤러리아가 동물복지 전문잡지 

‘오보이!’와 배우 김효진, 일러스트레이터 김혜정 작
가와 협업한 것이다. 메타버스 전시관에서는 갤러리
아의 사회공헌 캠페인인 ‘라잇!갤러리아’ 홍보관도 
마련됐다. 이연우기자

루마니아 뉴스룸 등 세계 40개 사이트 운영

갤러리아백화점 메타버스 플랫폼

생명존중 대체불가토큰 작품 전시

삼성, 지구촌 구석구석 ‘소통 가속화’

통정보를 수집·가공해 센터로 전송하는 현장용 
신호등기 제어장치인 표준 교통신호제어기(경찰
청 표준신호제어기)를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또 버스의 위치정보와 운행상태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해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를 통해 이용자에게 버스 도착예정시간과 배차간
격, 버스노선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버스정보제공
시스템도 생산하고 있다.

이호상 대표이사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
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가치있는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
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회사명 직종 급여 학력 경력 지역 인원 전화번호

명지전기주식회사 전기공사 기술 월500만원 무관 무관 수원시 1명 031-291-4882

모두엔 건축안전·품질·에너지관리 기술 월400만원 고졸 무관 평택시 1명 031-2672-8878

(주)대오건설 건축시공 기술 월400만원 무관 무관 용인시 1명 031-875-3978

(주)광신전설 전기공사 기술 월350만원 대졸 경력 성남시 1명 031-723-6600

효성실버센터 사회복지 관리 월350만원 대졸 경력 김포시 1명 010-7138-5230

아태산업개발(주) 전기안전 기술 월350만원 무관 경력 군포시 1명 031-460-2120

(주)지니스 산업용 전자제품 개발 기술 및 연구 월330만원 대졸 경력 부천시 1명 032-666-9946

(주)피티에스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월3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4명 031-354-4188

주식회사 미미 빌딩 관리소장 월300만원 무관 경력 안양시 1명 031-388-6661

(주)유치회관 회계 사무 월290만원 무관 경력 수원시 1명 031-234-6274

(주)포르투나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월290만원 무관 무관 양주시 1명 070-4128-0526

한국다이아몬드파이프주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연4000만원 고졸~대졸 무관 화성시 2명 031-366-6700

경기화성(주) 경리 사무 연3500만원 고졸~대졸 무관 평택시 1명 031-684-4422

(주)동산 도료제품 기술 및 연구 연6000만원 무관 무관 김포시 2명 031-981-6321

(주)에스알푸드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600만원 고졸~대졸 경력 광주시 1명 031-798-0786

(주)씨앤에스링크 JAVA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 연3500만원 무관 무관 성남시 1명 070-8786-6454

주식회사 보광자동문강화도어 총무 및 일반 사무 월300만원 무관 신입 시흥시 1명 031-316-7001

스탬프존 시각 디자이너 월270만원 대졸 경력 양주시 2명 02-907-9007

(주)다현건설 건설·채굴 관리 연70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526-0096

(주)영신종합건설 건축안전·품질·에너지관리 기술 연55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61-472-2740

(주)케이알산업 건설·채굴 관리 연4700만원 대졸 경력 광주시 1명 010-7665-1804

삼우컴퍼니주식회사 물류 사무 연4500만원 무관 경력 평택시 1명 053-818-4300

한송종합건설(주) 건축시공 기술 연6000만원 대졸 경력 평택시 1명 031-618-0262

(주)플라소스 전자공학 기술 및 연구 연4800만원 대졸 경력 성남시 1명 031-722-6013

(주)태성산전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0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354-5511

홍익그린주식회사 소방관 연4000만원 대졸 경력 화성시 1명 010-9167-1631

(주)신명에스엠피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000만원 무관 무관 안산시 1명 031-491-1052

씨앤에스포리마(주) 자재·구매·물류 사무 연42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1명 031-352-0029

KTX MOLD KOREA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연38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1명 031-358-3970

(주)화인테크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200만원 무관~대졸 경력 안산시 1명 031-490-7359

(주)비케이씨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8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1명 010-3661-8324

주식회사윤토 조경 기술자 연4000만원 대졸 무관 김포시 1명 032-323-4370

주식회사 지현건설 건축 현장소장 연3500만원 고졸~대졸 경력 평택시 1명 063-722-8877

주식회사삼성특수브레이크 생산·품질 사무 연4000만원 대졸 경력  파주시 1명 031-944-1717

에스앤이택스파트너스 회계 사무 연3800만원 무관 경력 성남시 1명 031-778-7316

미미청아랑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400만원 무관 무관 광주시 1명 031-762-3836

(주)세븐스타 포장디자이너 연3200만원 대졸 경력  김포시 1명 031-982-0645

(주)신흥오토모티브 생산·품질 사무 연4000만원 대졸 무관 안산시 2명 031-8099-5000

채움종합건설(주) 건축 현장소장 연6000만원 대졸 경력 용인시 2명 031-229-3518

기술사사무소 비상 토목공학 기술 연4000만원 대졸~석사 무관 안양시 1명 031-349-5577

이호상 더로드아이앤씨㈜ 대표이사. 회사 전경.  더로드아이앤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