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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홈플러스 북수원점 내 위치한 삼성디지털 프
라자. ‘갤럭시S23’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시작된 첫
날, 해당 매장에선 갤럭시S23과 갤럭시S23플러
스 등 현재까지 50개 이상의 사전예약이 접수됐
다. 특히 전작보다 카메라 성능이 대폭 향상돼, 이
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반응이다.

매장 관계자는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이 업그레
이드되다 보니 이를 문의하는 손님이 많고, 두께가 
두꺼워져 손으로 집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반응
도 있다”며 “앞으로 사전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3’ 시리즈 사전판
매를 시작한 가운데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성능 등
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이날 자정부터 오전 1
시40분까지 삼성닷컴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서 갤럭시 S23 울트라 256GB·1TB, S23+ 256GB, 
S23 256GB 등 네 가지 모델의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삼성닷컴에서 사전 
판매된 물량이 지난해 진행한 갤럭시 S22 시리즈의 
두 배가 넘었다면서 역대 최다 라이브 방송 판매량
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울트라가 전체 판매의 70%
를 차지하며 압도적 인기를 보였다”며 “갤럭시 S23 
시리즈의 혁신적인 카메라 기능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사전판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3 울트라’, ‘갤럭시 S23+’, ‘갤럭시 S23’까

지 총 3개 모델로, 각 모델 별 그린, 크림, 라벤더, 팬
텀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 사전 판매를 통
한 가장 큰 혜택으로 신제품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우선 ‘갤럭시 S23’ 시리즈를 사전 구
매한 고객은 국내 공식 출시 전인 1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고, 17일까지 개통을 마치고 
삼성 멤버스 앱에서 사전 판매 혜택을 신청하면 풍
성한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 판매 기간 ‘갤럭시 S23’ 시리즈 256GB 모
델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본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3’ 시리즈 구
매 후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최대 

 ‘업그레이드’ 카메라 성능 기대 접수 밀물

 제품 접한 손님들 생생 화질떮그립감 만족

‘갤럭시S23’ 사전예약 첫날부터 인기몰이

KOTRA(코트라)가 경희대와 함께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글로벌 비즈니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손
을 잡았다.

코트라는 경희대와 글로벌 비즈니스 인력양성
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이론 교육에 코트라의 글로벌 현장
경험과 해외네트워크 장점을 결합해 산·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
됐다.

구체적으로는 경희대학
교 국제통상협력학과에 4
학기제 ‘국제통상 및 투자’ 석사학위 과정을 공동으
로 개설해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설과목과 코트
라의 강사진 파견 등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희대학교는 국제대학원 내 
‘코트라-GSP MIT 과정’을 신설해 국제경영, 국제

금융과 투자는 물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공급
망 등 국제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심
도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선 다년
간 해외 현장에서 경험한 코트라 출신의 인력이 강
사진으로 참여해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도 함께 진
행된다.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우수인
재 육성과 채용, 취업연
계형 석사프로그램 등에 
있어 더욱 굳건한 산학협
력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
란다”며 “양 기관이 가진 
최상의 동력이 상호 시너

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비즈

니스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트라의 
전문인력과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무역실무와 투
자업무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일주일간 편
의점에서 마스크 매출은 감소했지만, 간편식 매출
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CU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17.7%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CU에서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11월 16.2%, 12월 18.8%, 올해 1월 
19.7% 등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내 마스
크 의무가 해제되자마자 곧바로 마이너스로 돌아
섰다. 마스크와 함께 자가 진단키트 매출도 전달보
다 33.2% 감소했다.

반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음식물 취식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간편식 상품은 더 잘 팔렸
다. 이 기간 간편식 매출은 전월보다 18.8% 상승
했는데 김밥(23.4%)과 햄버거(22.6%), 샌드위치
(16.8%), 도시락(11.2%) 등이 잘 나갔다. 여기에 빵
(32.4%), 디저트(22.6%), 즉석커피(12.8%) 매출도 
늘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가 사라지면서 편의점에서도 주요 상품들의 매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일상 회복에 따라 편의
점 식음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KOTRA떮경희대, 인력 양성 ‘업무협약’

 국제통상협력학과에 4학기제 석사 과정

‘코트라-GSP MIT’ 개설 생생 현장교육

마스크 판매 ‘뚝’… 간편식 매출 ‘쑥’

‘실내 마스크’ 해제 일주일… 편의점 상품 ‘지각변동’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육성 ‘의기투합’

15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트레이드인(Trade-in)’ 
행사도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진행된
다. 특히, 기존 노트 계열 모델인 갤럭시 노트20, 
노트10, 노트9 시리즈 등은 모두 추가 보상으로 
최대 금액인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갤럭시 S23 울트라’는 12GB RAM에 
256GB 모델이 159만 9천400원, 12GB RAM에 
512GB 모델이 172만400원이다. 삼성닷컴에서
는 12GB RAM 1TB의모델을 단독으로 판매하
며 가격은 196만2천400원이다. ‘갤럭시 S23+’ 
256GB, 512GB 모델 가격은 각각 135만3천원, 
147만4천원이며, ‘갤럭시 S23’ 256GB, 512GB 
모델은 각각 115만5천원, 127만6천원이다.

 김정규기자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고르고 있다. BGF리테일 제공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본점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S23’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회사명 직종 급여 학력 경력 지역 인원 전화번호

주식회사에스씨엠티 기계·금속 제도 연500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1명 032-256-1010

(주)맵스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50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1명 031-492-6441

주식회사 세아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 연7000만원 고졸~대졸 경력 광주시 1명 054-975-0022

(주)우성에이디엠 공장 전기관리 연6000만원 고졸~대졸 경력 화성시 1명 031-357-0091

㈜디자인그룹모빌 조경 연4100만원 대졸 경력 용인시 1명 031-268-5507

(주)제이티시스템 기계·금속 제도 연3600만원 무관 경력 성남시 1명 070-7147-7580

(주)에스제이 법무 사무 연6000만원 대졸 경력 평택시 1명 02-894-4550

e포스정보 마케팅·광고·홍보·상품기획 사무 연4200만원 무관 경력 수원시 2명 1644-7074

(주)대흥화학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 연40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2명 031-356-2061

이노템 주식회사 가전제품 개발 기술 및 연구 연3500만원 무관 경력 양주시 1명 031-866-8553

주식회사 에이치티솔루션 산업 안전 및 위험물 관리 연3400만원 대졸 무관 평택시 1명 070-7035-0246

맥스플러스이엔지(주)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500만원 고졸~대졸 경력 화성시 2명 010-5660-0778

주식회사 하이럭스 전기공학 기술 및 연구 연45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1명 031-377-5809

한솔판지주식회사 지게차 운전 연3100만원 무관 무관 포천시 1명 031-544-5226

주식회사현대판지 총무 및 일반 사무 연3000만원 고졸~대졸 무관 남양주시 2명 031-529-8137

오토스프라이스(주) 전자부품 개발 기술 및 연구 연4500만원 무관 경력 시흥시 1명 031-365-4723

주식회사엑손알앤디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4000만원 대졸~박사 경력 안산시 1명 070-4738-8434

(주)인프라칩 C언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 연4000만원 대졸 무관 하남시 1명 031-793-1091

대일CST 총무 및 일반 사무 연3800만원 대졸 경력 부천시 1명 032-684-6197

(주)영신에스텍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월32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1명 031-493-4705

(주)해피실버센터 사회복지 관리 월350만원 대졸 경력 부천시 1명 032-661-2580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인사 사무 월350만원 무관 무관 시흥시 6명 010-8650-1399

(주)케어119돌봄센터향남점 간호사 월300만원 대졸 무관 화성시 1명 031-352-7003

주식회사 다솔에스엔씨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월350만원 무관 무관 파주시 1명 044-868-1748

선진이앤티주식회사 광고디자이너 월270만원 대졸 경력 김포시 1명 031-982-5600

영신이앤지(주) 기계·금속 제도 월33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2명 031-495-1606

아름드리 사회복지사 월300만원 무관 무관 안산시 1명 031-402-2484

(주)대명종합중기 교육 관리자 월300만원 무관 무관 평택시 1명 031-664-2979

주식회사비엔이코리아 화학공학 기술 및 연구 월250만원 무관 신입 화성시 1명 031-8077-2364

에이스엔지니어링 총무 및 일반 사무 월250만원 무관 무관 오산시 1명 010-6640-8013

썬컴퍼니패브릭주식회사 물류 사무 월260만원 무관 신입 포천시 3명 02-2272-2234

사회적협동조합파주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월230만원 무관 무관 파주시 1명 031-949-3620

소망의집 간호조무사 월230만원 무관 경력 포천시 1명 031-535-9101

(주)세운 창고 관리 연3000만원 무관 무관 안산시 1명 070-7722-4266

A.T.M 기공 건축가 연30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1명 031-356-5861

(주)신광에스앤피 대기 환경 기술 및 연구 연3000만원 대졸 무관 안산시 1명 031-434-5109

주식회사현대판지 영업 연3000만원 무관 무관 남양주시 2명 031-529-8137

(주)제이씨 화학공학 시험 연3600만원 대졸 무관 시흥시 1명 031-497-2011

대진세미텍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200만원 무관 신입 화성시 2명 031-239-1128

신우이엠주식회사 경리 연3200만원 고졸~대졸 무관 평택시 1명 031-668-9525


